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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882-0530

2022 국민연금공단(NPS) 3급 승진후보자 면접 시뮬레이션 – 최종점검 과정

1. 강의 개요
(1) 일정: 2022년 11월 19일(토요일) (이지한 박사 + 외부평가위원, 총 2인 진행)
(2) 내용: 국민연금공단 3급 심사승진 대상자를 위한 본인평가기술서 기반 면접 시뮬레이션
(3) 수강대상자: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후보자 – 8명 선착순

○ 2022년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가∙나群 대상자로서 면접심사에 응시예정이신 분
○ 면접심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개인별 강약점을 피드백 받고 싶은 분

(4) 본인평가기술서 초안 – 수업 당일 사본 2부씩 개인별 지참       
(5) 수강료: 18만 원
(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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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별 시뮬레이션 신청 시간표 
신청번호 대상자 도착시간 등록 및 대기 면접 시뮬레이션

(20분 간)
면접 코멘트
(10분 간)

기타 보완사항 제시
(10분 간)

1 09:00 09:00~09:10 09:10~09:30 09:30~09:40 09:40~09:50
2 09:45 09:45~09:55 09:55~10:15 10:15~10:25 10:25~10:35
3 10:30 10:30~10:40 10:40~11:00 11:00~11:10 11:10~11:20
4 11:15 11:15~11:25 11:25~11:45 11:45~11:55 11:55~12:05
5 13:00 13:00~13:10 13:10~13:30 13:30~13:40 13:40~13:50
6 13:45 13:45~13:55 13:55~14:15 14:15~14:25 14:25~14:35
7 14:30 14:30~14:40 14:40~15:00 15:00~15:10 15:10~15:20
8 15:15 15:15~15:25 15:25~15:45 15:45~15:55 15:5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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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역량평가 및 면접심사 관련 >
* 2022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본인평가기술서 작성 및 면접심사 대비 설명회 개최 – ★ 최다인원 수강
* 2021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본인평가기술서 작성 및 면접심사 대비 설명회 개최 – ★ 최다인원 수강
* 2020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본인평가기술서 작성 및 면접심사 대비 설명회 개최 – ★ 최다인원 수강
* 2019년 : 국민연금공단 3급 역량평가 대비 서류함(IB) 기법 포인트강의 및 실전 시뮬레이션 – ★ 최다인원 수강
* 2018년 : 국민연금공단 역량평가 대비 서류함(IB)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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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수요일) 18시 접수마감
○ 전화 신청: (02) 882-0530 (오전 09:3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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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강료 결제방법
○ 선입금(10만 원) 결제: 우리은행 1005-603-131673(예금주: 프라임에듀넷) 
○ 수강료 잔액결제(8만 원): 1:1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 당일 카드결제 및 입금결제 가능

※ 입금결제의 경우 별도로 (02) 882-0530로 전화주시면 입금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기재하신 휴대폰 번호로 자동발급됩니다.

6. 강의장 안내 – 기존 봉천역에서 이전된 장소입니다.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90 2층 프라임 본관 
            (2층 - 접수 및 안내데스크)
  ○ 오시는 방법

      ① 신림역 : 3번 출구로 나와서 신림사거리 정류장까지 걷기(148m 이동, 약 2분), 신림사거리 정류장
[21153] 승차(약 10분)-5516, 5519, 5528, 6513, 6514, 대학동고시촌입구 정류장[21157] 하
차, 프라임법학원 본관까지 걷기(324m 이동) 

      ② 서울대입구역 : 3번 출구로 나와서 서울대입구역 정류장(50m 이동) 승차 - 5515A, 5515B, 서울산업정보학
교.삼성교 정류장(21143) 하차, 프라임법학원 본관까지 걷기(170m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