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역량평가 동영상 강의: www.primeedunet.com  
○ TEL: 02-882-0530

2019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역량평가 대비 – 10월 실전문제풀이반(트랙 A) 
1. 기본문제풀이반(트랙 A) 개요  사전교육 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1) 일정: 1회차  10. 12.(토) 13:30~16:30 / 2회차  10. 26.(토) 13:30~

(2) 내용: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모의실습과제 답안작성(70분간) → 답안 해설 및 피드백

(3) 추천 수강대상자  정원 12명

○ 국민연금공단 IB 3급 승진을 위한 다양한 출제유형별 실전연습을 원하시는 분

○ 국민연금공단 IB 3급 역량평가 답안작성에 대한 실전감각 향상을 원하시는 분

○ 국민연금공단 IB 모의실습과제를 통해 답안작성 강•약점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

(4) 비용: 총2회 / 35만 원  분할수강 불가

○ 수강료 선입금(10만 원) 결제 / 수강료 잔액 강의 당일 카드 및 현금결제

▷  우리은행 1005-603-131673(예금주: 프라임에듀넷)

          ※ 선입금 확인 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별 문자안내 예정

(5) 비고: 각 회차별 각기 다른 IB 모의실습과제(국민연금공단 사례)로 진행됩니다.

  

  2. 회차별 강의 내용

회차 일정 담당 세부 강의내용

1

10. 12.(토)
13:30~16:30 

(단체강의)
이지한 

박사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작성 (70분 간 - 강의실)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해설 (현장해설  강의실)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첨삭 및 피드백 (이메일 발송)

2
10. 26.(토)

13:30~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작성 (70분 간 - 강의실)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해설 (동영상 해설 제공)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비 모의실습과제 답안첨삭 및 피드백 (이메일 발송)

 ► 비고: 개인별 답안 피드백의 경우, 회차별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3. 강사 소개 

 이지한 박사 (인사행정, 조직관리 전공)
* 학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졸업(행정학박사)

* 현 경력 : 프라임법학원 면접 평가위원/ 세종역량평가연구소(주) 교수•연구부문 부문장  

  

  < 국민연금공단 역량평가 관련 >

  * 2019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대비 서류함 포인트강의, 기본강의  ★ 최다인원 수강

  * 2018년 : 국민연금공단 역량평가 대비 서류함 포인트강의, 기본강의, 실전강의  ★ 최다인원 수강

  * 2017년 : 국민연금공단 2급, 3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기본강의, 실전강의, 최종 시뮬레이션 진행

             국민연금공단 2급 승진대상자 발표(PT), 집단토론(GD) 실전 시뮬레이션 진행 

  * 2016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대상자 서류함(IB) 기법 1:1 시뮬레이션 과정 진행

 

 4. 강의신청방법 : 10월 1일(화요일) 17시 접수마감

○ 전화 신청: (02) 882-0530  

○ 강의신청 직원상담: 010-3451-3124 (박기훈 팀장)

○ 프라임법학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https://officerpro.primeedunet.com/Default.asp?SiteType=jw



                       
○ 역량평가 동영상 강의: www.primeedunet.com  
○ 까페: www.lee-pass.co.kr,  TEL: 02-882-0530

 5. 현장강의 수강생 특전

   

* 본 강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로도 별도 판매가 됩니다.

* 현장강의 수강생(학원실강을 수강하시는 분)의 경우 해당 강의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현장강의 수강생은 ‘현장강의+온라인 강의’의 혜택을 받습니다. 

 6. 강의장 안내  기존 봉천역에서 이전된 장소입니다.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09 3층 프라임 제7관 (알파문고 건물)  

            (2층  주강의실, 3층  접수 및 안내데스크, 부강의실, 그룹별•개인별 시뮬레이션실)

  ○ 오시는 방법

      ① 신림역 : 3번 출구로 나와서 200m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 탑승 후 [대학동 고시촌 입구]

                 에서 하차. [대학동 고시촌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100미터 거리에 위치 

                 (경유 버스 : 5516, 5519, 5528, 6513, 6514)

      ② 서울대입구역 : 3번 출구로 나와서 50m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5515A, 5515B 버스 탑승 후 [고시촌 입구]에서 하차.  

                      [CU] 편의점을 끼고 돌아 직진하면 좌측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