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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진로상담 #취업지도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청년고용지원정책

career.kau.ac.kr

이용 가이드 찾아오는 길 대학일자리센터 소개

항대인 (재학생/휴학생/졸업생)

1.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원하는 정보 열람

3.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 조회 및 신청

※ 상담, 프로그램 신청시 학번 login 필요

지역주민 (고양시, 일산 거주)

1.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원하는 정보 열람
3.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조회

※ 상담, 프로그램 등 참여 희망시
    유선 신청 (02.300.0028) 

한국항공대학교 일자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채용정보
기업의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로 취업 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 취업/진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취업자료
취업관련전문자료, 성공 후기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종 프로그램 참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참가신청

현장실습 업무지원
기업 현장 및 직무체험 지원

항대인이라면,
졸업생이라도 누구나 이용가능

(지역주민 참여가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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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소개 한눈에 보는
2022 청년지원 정책

한국항공대학교
Career Road Map

              

상담 (진로·취업컨설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

- 면접대응법 및 모의면접 지도

- 저학년 진로결정 및 자기탐색 지도

- 운영기간 : 상시

온라인 직무 멘토링
- 졸업 선배 현직자와의 멘토링

- 직접 선택한 멘토와 취업 및 진로 코칭 

- 운영기간 : 상시

대기업/공기업 취업패키지
- 채용 트렌드 및 전략 강의

- NCS 테스트 및 문제풀이

- 입사지원서 및 자소서 컨설팅

- 운영기간 : 3월, 9월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모의면접
- 기업공채 대비 모의면접 실시

- PT면접, 인성면접, 직무면접 등

   1대1 코칭

- 운영기간 : 4월, 10월

글로벌 해외 및 외국계기업 취업 특강
- 해외 취업 최신 동향 및 전략 특강

- 해외 기업 직무 분석 및 채용 정보

- Resume, Cover Letter 컨설팅

- 운영기간 : 7월, 11월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

- 학생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운영기간 : 10월

비즈니스 이미지메이킹 
- 남학생 여학생별 맞춤형 이미지메이킹 코칭

- 면접자세, 드레스코드, 메이크업 코칭 등 

- 운영기간 : 5월, 10월

항대인만 무료, 온라인 토탈 솔루션 제공
1. 에듀스 u.educe.co.kr
    - 자기소개서, 면접, 직무적성, 기업별 직무 정보 등
       취업온라인 취업 솔루션 제공

2. 잡플래닛 www.jobplanet.co.kr
     - 취업리뷰, 면접, 연봉, 복지 정보 등 열람

3. 코멘토 https://comento.kr
     - 모든 기업 현직자의 1대多 멘토링
     - 현직자 취업정보 무제한 열람

4. AI합격 솔루션 https://inface.ai/
     - AI 자기소개서 및 AI 면접 솔루션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취업 청년, 저속득 구직자 등에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일경험, 제공 생활안정 지원 등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고용센터(https://www.kua.go.kr)

 자신감 취업역량 UP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각종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지름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만기시 총 1,20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누구나 코딩 전문가가 될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