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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I 대표

안윤정

 주요 컨설팅 관련 경력
 인사조직 / 채용 컨설팅 관련
부산발전연구원 면접문항개발 컨설팅 수행 (2018.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면접채용 컨설팅 수행 (2018.5)
지방공기업 “NCS기반 채용컨설팅” 수행_2년 연속 (2017~2018)
일제강제동원피패자지원재단 채용컨설팅 고도화 및 채용대행 수행 (2017.12~2018.4)
정부출연(연) 필기평가 문항개발 컨설팅 수행_4회 (2017~2019)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컨설팅” 수행_3년 연속 (2015~2018)
하나재단 전국센터 성과평가 컨설팅 수행 (2016.12)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역량평가 컨설팅 수행 (2016.11)
공공기관 “NCS 활용지원컨설팅” 수행 (2016.8~2016.11)
㈜OB맥주 인사채용 컨설팅 수행 (2016.4)
CJ㈜ 인사평가 컨설팅 수행 (2012.1~현재)
CJ대한통운㈜ 인사평가 및 채용 컨설팅 수행 (2012.9~현재)
CJ CGV㈜ 인사평가 컨설팅 수행 (2013.6~현재)
CJ푸드빌㈜ 인사평가 컨설팅 수행 (2014.2~현재)
CJ오쇼핑㈜ 인사평가 컨설팅 수행 (2015.9~현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인사채용 컨설팅 수행 (2015.7)
 신입∙경력 면접관 교육 관련
한국가스기술공사 면접위원 교육 수행 (2018.4)
서울특별시 “면접관후보자” 면접관 교육 수행 (2018.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면접관 교육 수행 (2018.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면접위원 교육 수행 (2017.11)
한국가스기술공사 면접위원 교육 수행 (2017.10)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교육(면접전형)” 수행 (2017.8)
서울특별시 “5급 면접관후보자” 면접관 교육 수행 (2017.7)
KTcs “면접관 후보자” 교육 수행 (2017.4)
동화그룹㈜ “팀장리더십과정_면접관/사내평가자” 교육 수행 (2016.10~2016.11)
서울특별시 “4, 5급 면접관후보자” 면접관 교육 수행 (2016.10~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ight People 선발을 위한 면접관 교육” 수행 (2016.7)
안정성평가연구원 “2016 상반기 채용” 면접관 교육 수행 (2016.5)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교육(서류전형)” 수행 (2016.5)
기초과학연구원 “Right People 선발을 위한 면접관 교육” 수행 (2016.3)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면접관 교육 (2015.11)
한전KDN㈜ 면접관 교육 수행 (2013.10)
예금보험공사 면접관교육 수행 (2009.1)
 Assessor(신입∙경력 면접관) 관련
한국관광공사(3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역보험공사, 화성시, 문화관광공사,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라남도교육청, 고용노동
부, ㈜심택, 한전KDN,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발전연구
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외 다수

강원대학교 블라인드 채용 전략 특강 Proposal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략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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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프로그램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

블라인드 채용 및 전형에 대해 이해하고,

•

다양한 서류/필기/면접 유형별 접근 전략에
맞추어 직무와 연관된 역량과 경험 등 자신의
강점과 성과 사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

설득력을 갖춘 취업전략 및 표현 Skill을

특징과 개요

기본
사항

과정
특징

•

대상 : 강원대학교 학생

•

시기 : 2019. 11. 6. 17-19시

•

장소 : 강원대학교 내

•

구성 : 특강 1회

•

블라인드 채용 트랜드 파악

•

공공기관 채용 전형의 특징 이해

•

역량중심 취업전략 모색

•

블라인드 채용전형 평가 특징 및 방법에 대한 준비

•

자신의 강점과 성과를 기반한 직무 연관 역량 표현

이해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향상 및 채용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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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Skill을 효과적으로 습득

02

프로그램 구성

블라인드 채용전략
교육목표
교육대상

✓ 1회 특강
✓ 2019. 11. 6. 17-19시

✓ 강원대학교 재학생
✓ 최근 인재선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Make가 아닌 Buy의 인재확보 시대
- 인재확보를 위해 변화하는 채용 방식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Key-point
- 블라인드 채용의 오해와 진실

주요 내용

- 인재확보를 위한 전형별 숨은 뜻

✓ 군계일학 지원자는 무엇이 다른가?
- 5초도 할애하기 아까운 지원자
- 뺏길까봐 걱정되는 아까운 지원자

✓ 나만의 취업준비 Start
- 차별화된 Career를 보여주자

운영방법
* 요청 시 세부 일정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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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2시간
✓ 교육방법: 강의 및 동영상

회사소개

고객의 비전을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하는
HR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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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명:

㈜ECCI

대

표

자:

안윤정

주요 사 업:

HR 컨설팅, 평판조회, 헤드헌팅, 교육, 출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428

처:

(전화번호) 02-336-8600 (팩스번호) 0505-452-1327

연

락

설 립 연도:

2009년 4월 16일

채용컨설팅 사업기간 :

2009년 4월 ～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336 사업자등록번호: 590-81-00083
TEL 02)336-8600 FAX 0505)452-1327 E-MALL ecci@ecci.co.kr(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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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교육 문의
HR컨설팅사업본부 전임연구원 박 지 애

E-Mail. japark@.ecci.co.kr Mobile.010-5051-2710 Office.02-336-8600
ECCI Education & Consulting for Career improvement www.ec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