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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급별 일정 

      (1) 5급 민간경력자 (A,B,C조  조별 9명씩 총 27명)

        

  ○ 1회 - 2022. 10. 30.(일) 

  ○ 2회 - 2022. 11. 05.(토) 

  ○ 3회 - 2022. 11. 12.(토) 

     ※ 총 3회, 개인별 세부일정은 ‘회차별 세부내용’ 참고            

             
      (2) 7급 민간경력자 (A,B,C조  조별 9명씩 총 27명)

        

  ○ 1회 - 2022. 11. 06.(일) 

  ○ 2회 - 2022. 11. 13.(일) 

  ○ 3회 - 2022. 11. 20.(일) 

     ※ 총 3회, 개인별 세부일정은 ‘회차별 세부내용’ 참고  

    

    2.  수강료 및 신청방법

      (1) 수강료 - 40만 원(분할수강이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02) 882-0530  

   * 기타 직원상담 : 010-4893-1127 (박기훈 과장/ 전화, 문자 또는 카톡)

○ 카드결제 : 현장에서 바로 가능

○ 입금결제: 1005-603-131673(예금주: 프라임에듀넷)

  ※ 입금결제의 경우 별도로 (02) 882-0530로 전화주시면 입금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희망하시는 휴대폰 번호로 자동발급됩니다.

○ 중도 환불시 회차 가격을 기준으로 회차당 15만 원을 차감한 후 환불해드립니다.  

    3. 지참물 및 복장

      (1) 지참물 - 필기도구, 서류전형에서 제출한 제출서류(본인용 1부, 강사용 1부)

      (2) 복장 - 자율복장 

          ※ 제출서류는 실전시뮬레이션 면접에서 인터뷰로만 활용되며, 현장에서 활용 후 바로 반환합니다.

   

� � 강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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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사진 소개

  

이진우 교수

- 5,7급 면접 14년간 1위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합니다.

조성제 교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장 12년 

역임

- 공무원 선발의 

‘진짜’ 전문가입니다.

오인혁 교수

- 50여개 공공기관의 평가위원 

경험을 생생하게 녹여냅니다.

                

  

 이진우 교수

* 학력 : 경찰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시험 : 행정고시 합격(제51회), 변호사시험 합격(제1회)

* 전 경력 : 서울지방경찰청, 법무법인 한결 등 근무, 서울시립대 공직역량모델 평가위원

* 현 경력 : 프라임세종역량평가학원 대표강사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주요대학 면접출강

* 강의경력 : 5,7급 공채 면접강의, 5,7급 민간경력자 강의, 5급 승진자 강의, 고공단 및 서기관 승진자 강의

           중앙부처(국토부, 고용부, 행자부, 법무부 등), 국회사무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역량교육 

 조성제 교수

* 주요약력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장 등 채용관리과 경력(12년)

* 전) 외교부, 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공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 등 다수의 부처 공무원 채용 면접  

     위원 역임

* 현) 프라임법학원 면접 전임교수

* 강의경력 : 5급 및 7급 국가직 면접강의(2019~현재),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면접강의(2019~현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역량교육

 오인혁 교수

* 주요 약력 : 한국적성교육개발원 대표, 한국대학경영연구소 위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강사

* 현) 프라임법학원 면접 전임교수

* 강의경력 : 중앙공무원 교육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기관 역량교육 강의

            외교부, 국회사무처, 특허청,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원자력  

            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0여개 공공기관 선발 면접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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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정

주요 내용
날짜 시간

1

5급

 10. 30.(일)

개인별

별도진행

 ○ 경험‧상황면접과제 작성 (30분)

 ○ 개인발표 답안 작성 (40분)

 ○ 현장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인터뷰 (40분)

 ○ 서면 및 구두강평, 개인별 강약점 보완(10분)

 ○ 제출서류 및 공직가치 중심 

  ※ 경험‧상황 면접과제 작성시간은 원래 20분이나 30분으로,

     개인발표 작성시간은 원래 30분이나 40분으로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7급

11. 06(일)

2

5급

 11. 05.(토)

개인별

별도진행

 ○ 경험‧상황면접과제 작성 (30분)

 ○ 개인발표 답안 작성 (40분)

 ○ 현장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인터뷰 (40분)

 ○ 서면 및 구두강평, 개인별 강약점 보완(10분)

 ○ 지원부처 정책(주요사업) 및 추가경험/핵심역량 중심 

  ※ 경험‧상황 면접과제 작성시간은 원래 20분이나 30분으로,

     개인발표 작성시간은 원래 30분이나 40분으로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7급

11. 13(일)

3

5급

 11. 12.(토)
개인별

별도진행

 ○ 경험‧상황면접과제 작성 (30분)

 ○ 개인발표 답안 작성 (40분)

 ○ 현장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인터뷰 (40분)

 ○ 서면 및 구두강평, 개인별 강약점 보완(10분)  

  ※ 작성시간은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7급

11. 20(일)

          

    

< 회차별 담당강사 >

조 1회 2회 3회

A 이진우 오인혁 조성제

B 조성제 이진우 오인혁

C 오인혁 조성제 이진우

� � 회차별 세부내용(A,B,C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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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수행시간   

  

번호 대상자 도착시간
경험‧상황면접과제 작성

(30분 또는 20분)
개인발표 작성

(40분 또는 30분)
인터뷰 및 강평

(50분)
종료시간

1 08:00 08:00~08:30 08:50~09:30 09:30~10:20 10:20

2 08:50 08:50~09:20 09:40~10:20 10:20~11:10 11:10

3 09:50 09:50~10:20 10:40~11:20 11:20~12:10 12:10

4 11:50 11:50~12:20 12:40~13:20 13:20~14:10 14:10

5 12:40 12:40~13:10 13:30~14:10 14:10~15:00 15:00

6 13:50 13:50~14:20 14:40~15:20 15:20~16:10 16:10

7 14:40 14:40~15:10 15:30~16:10 16:10~17:00 17:00

8 15:50 15:50~16:20 16:40~17:20 17:20~18:10 18:10

9 16:40 16:40~17:10 17:30~18:10 18:10~19:00 19:00

   * 작성시간과 인터뷰 시간, 강평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약 2시간 2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이하 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