한양대학교 ERICA 슈팅스타 플러스 운영안내

□ 프로그램 목표
- ERICA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의지 제고, 취업동기부여, 취업 역량강화를 통해 최종 취업률 제고
- 코로나19로 인한 공채보다 수시/상시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취업 가능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프로그램 참가대상
- 미취업졸업생(2020년 8월 & 2021년 2월) 및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 참가인원 100명 모집

□ 프로그램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문의

□ 프로그램 일정
- 2021. 7. 19(월) ~ 12. 31(금)
- 취업 시 서류 제출 후(기업명/취업일/4대보험 가입여부/명함 및 재직증명서)
프로그램 조기 종료

□ 프로그램 운영방법
-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준비부터 완성까지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온라인 플랫폼(Zoom 화상회의)을 통한 특강 및 컨설팅
- 해당 일정에 맞춰 학생과 컨설턴트 상담일정 협의 운영
- 프로그램 진행일정 기간 지속적인 기업정보 및 취업정보 제공

□ 프로그램 내용
- 1:1 초기상담, 1:1 심화컨설팅, 특강, 모의면접,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

□ 세부 프로그램(※세부 일정은 운영 및 인원모집에 따라 변동 가능)
회차

프로그램 주제

1회차
(7월 26일~30일)

오리엔테이션
(실시간 및 녹화)

2회차
(8월 2일~13일)

3회차
(8월 16일~27일)

4회차
(8월 30일~9월 10일)

5회차
(9월 13일~10월 1일)

1:1 초기상담

7회차
(10월 18일~10월 29일)

8회차
(11월 1일~11월 12일)

9회차
(11월 15일~11월 26일)

10회차
(11월 29일~12월 31일)

- 프로그램 담당자 및 컨설턴트 소개
- 일정안내 / 연락처 공유
- 줌 화상회의 사용법 및 일정안내
- 희망기업/직무/취업준비정도 초기상담
- 기업분석/직무분석/입사서류/면접 등 취약부분
사전조사

비고
30분
운영기관
진행
1인당
1시간

[1회차]채용트렌드
특강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트렌드 변화
- 상시/수시채용 및 비대면 취업 전략

90분 기준

[1회차]1:1
심화컨설팅

- 사전 DB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컨설팅
- 1회차 심화 컨설팅 진행

1인당
1시간

[2회차]기업/직무분석
특강

- 기업별 채용 특징 및 트렌드
- 이공/인문계열별 직무 특징 분석
- 직무를 어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90분 기준

[2회차]1:1
심화컨설팅

- 사전 DB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컨설팅
- 2회차 심화 컨설팅 진행

1인당
1시간

[3회차]자기소개서
특강

- 한번에 통과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 자기소개서 트렌드 및 어필방법

90분 기준

[3회차]1:1
심화컨설팅

- 사전 DB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컨설팅
- 3회차 심화 컨설팅 진행

1인당
1시간

[4회차]면접 특강

6회차
(10월 4일~10월 15일)

세부내용

- 유형별 면접 프로세스 이해
- 면접 트렌드 및 답변방법

90분 기준

[4회차]1:1
심화컨설팅

- 사전 DB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컨설팅
- 4회차 심화 컨설팅 진행

1인당
1시간

[5회차]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
인문계열

- 인문 인사담당자 출신 관계자 초청
- 질의응답 및 실시간 토크콘서트 진행

90분 기준

[5회차]1:1
심화컨설팅

- 사전 DB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컨설팅
- 5회차 심화 컨설팅 진행

1인당
1시간

[6회차]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
이공계열

- 이공 인사담당자 출신 관계자 초청
- 질의응답 및 실시간 토크콘서트 진행

90분 기준

모의면접 프로그램Ⅰ
[인성/직무면접]
[7회차]히든챔피언
기업탐색 특강

- 1시간 당 2~3인 1개조 신청
- 그룹별 모의면접 진행
- 히든챔피언 기업소개 및 채용프로세스
- 대기업과의 차이점

모의면접 프로그램Ⅱ
[PT/토론면접]

- 1시간 당 2~3인 1개조 신청
- 그룹별 모의면접 진행

[8회차]수요조사 희망
특강Ⅰ

- 학생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특강 선정하여 진행

미취업자 개인별
컨설팅

- 최종 미취업자 개인별 1:1 컨설팅
- 취업 매칭 및 취업준비단계 완료

1팀당
1시간
90분 기준
1팀당
1시간
90분 기준
1인당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