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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공공기관 진로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복지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가 선정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
(경인권역)으로 장애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20년도 장애인 공공기관 채용정보(장애인고용공단)를 안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장애대학생을 선발하여 관련 서적을 지원하여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일정 : 2020. 6. 19.(금) ~ 7. 10.(금)
내용

일정

비고

‧ 진로계획 및 각오, 설문조사 실시

~ 7. 10.(금)

참여대학

‧ 지원대상 선발 및 의견조사 수합

~ 7. 17.(금)

한국복지대학교

나. 대상 : 장애대학생 (재학생만 가능)
다. 목적 :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장애대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
라. 방법 : 유튜브 접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널 검색,
* 영상 시청후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응답
1) 채용정보 영상 콘텐츠(수어·자막 삽입) : https://youtu.be/4kH-fo3LHCg
2) 장애인 군무원 채용설명회[국방부 편] : https://youtu.be/ldQDuiUkzSc
3) 장애인공무원 채용설명회 : https://youtu.be/kHnpDU18kl8
마. 설문 및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AkfCvyX4EpXEDPyR8

붙임

공공기관 진로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1부.

끝.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수신자

가톨릭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민대학교총장, 계원
예술대학교총장,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총장, 국제대학교총장,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총
장, 김포대학교총장, 대림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동남보건대학교총장, 동아방송예술대
학교총장, 동원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가천
대학교총장,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서울장신대학교총장,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총장, 성결대학
교총장, 세계사이버대학총장,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신
경대학교총장, 신한대학교총장, 안산대학교총장, 여주대학교총장, 연성대학교총장, 온석대학
원대학교 총장, 용인대학교총장, 용인송담대학교총장, 유한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인천
재능대학교총장, 인천가톨릭대학교총장,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
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청강문화산업대학총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한신대학교총장,
협성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장안대학교총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총장,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평택대학교총장, 서정대학총장, 경희사
이버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양미래대학교총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명지전문대학총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
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학교총장,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서울외국어대학원대
학교총장, 서일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숭
의여자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예명대학원대학교총장, 인덕대학교총장, 총신대학교총장,
추계예술대학교총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한양사
이버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체
육대학교총장, 한국성서대학교총장, 성공회대학교총장,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한림국
제대학원대학교총장, 케이씨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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