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취업준비반
필기시험 그룹스터디 지원 계획 및 참가자 모집 안내
‘21. 1. 5. / 작성자: 학생팀 한가연(2054) / 감수자: 학생팀장 민경숙

1. 목 적
가. 2021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채용 또는 추후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필기시험(NCS 및 전공시험)스터디를 통해 필기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학습을 통한 주도적인 취업준비 훈련으로 취업 목표의식 및 자신감 고취

2. 개 요
가. 프로그램명: 2021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취업준비반 <필기시험 그룹스터디>
나. 모집 대상: 한국전력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스트 학생
다. 모집 기간: 2021.1.6.(수) ~ 2021.1.13.(수)
라. 운영 기간: 2021.02. ~ 2021.04.
마. 모집 방법: 학생팀에서 게시판‧이메일로 그룹스터디 참가자 모집 안내
바. 참가 신청: 취업정보게시판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학생팀에 이메일 제출
(접수완료 개별 연락 예정)
사. 담당자: 학생팀 한가연(2054, career@gist.ac.kr)

3. 내 용
가. 상세 일정
일정

내용

비 고

1월6일~13일

한전 필기 그룹 스터디 신청

* 한국전력공사 취업준비반
모집 (2차)

1월 15일

스터디 그룹 구성 공지

1월 18일~ 22일 중

그룹별 첫모임

* 조장 및 반장 선정

* COVID-19상황에 따라 ZOOM

1월 25일~ 29일 중

2월 1일

그룹별 온라인 강좌 선정 및

첫모임 운영

학습계획서 작성
필기 스터디 시작 (온라인강좌)
* 개별 상황에 따라 입사서류
첨삭 및 면접코칭(상시)

2월~4월

학습 플랜에 따라 필기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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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 내용
1) 스터디그룹 모집 공고(홈페이지, SNS) → 접수 → 그룹별 첫 모임 진행 → 진행사항
확인(조장) → (필요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지원
2) 첫 모임 시 전반적인 스터디 운영계획(횟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세우고, 이후에는
그룹별 자율운영
※ 스터디 그룹 별로 온라인강의가 지원이 될 예정이므로 대면 스터디(5인 이하) 또는
개별 스케줄에 맞추어 온라인 강좌듣기 등 학습플랜을 융통성 있게 구성하여 스터디
계획서 작성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한국전력공사 NCS 패키지 또는 한국전력공사 필기 패키지 추천
3) 지원내용: 그룹별 스터디 운영비(180,000원 이내, 교재구입 및 강의 등)지원

4. 기타
가. 스터디 운영계획서 및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운영비 지원 가능(스터디 운영계획서는
추후안내 예정)
나.

1차

모집(2020.12.21.)인원에

따라

6개

스터디

그룹

(대졸수준채용

4개

그룹,

연구직채용 2개 그룹) 구성 예정이나 2차 모집 충원에 따라 그룹 수 및 예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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