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년 2 월 강남캠퍼스 학원 강의 일정표 

구분 선생님 강의명 회차 개강일 개강시간 모집사항 

현장 취업대비반 - 취업준비전략,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자소서 나상무 
나상무 이자면 자소서 3회 완성반 

(+1:1 컨설팅/첨삭) 
3회 2/2(목) 14시 ~ 17시 모집중 

자소서 

나상무 

정지성 

주영훈 

나상무x정지성x주영훈 자소서 완성반 13기 3회 2/7(수) 회차별 상이 모집중 

반도체 

전공 
유제규 반도체 전공/직무 한달 완성반 4회 2/5(일) 14시 ~ 18시 모집중 

반도체전공 

취업준비 

자소서 

이강완 

유제규 

안재형 

반도체 취업 올인원 in 부산/영남 3회 2/15(수) 10시 ~ 17시 모집중 

자소서 

나상무 

정지성 

주영훈 

나상무x정지성x주영훈 자소서 완성반 주말반 3회 2/25(토) 회차별 상이 모집중 

이공계 산업별 직무 향상 실습 과정 

자동차 

실무과정 
렛유인 

자동차 제조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 1 기 
4 회 2/4 (토) 12 시 ~ 21 시 모집중 

반도체 

실무과정 
렛유인 

반도체 CS 엔지니어 현직자 멘토링 

실무과정 6 기 (비대면과정) 
3 회 2/8 (수) 20 시 ~ 22 시 모집중 

반도체 

실무과정 
렛유인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한 

이미지 패턴 AI 분석 프로젝트 
4 회 2/11 (토) 12 시 ~ 18 시 모집중 

반도체 

실무과정 
렛유인 

반도체 증착공정 현직자 멘토링 

실무과정 17 기 (비대면과정) 
4 회 2/12 (일) 10 시 ~ 12 시 모집중 

반도체 

실무과정 
렛유인 

반도체 엔지니어를 위한 

데이터분석 실무 과정 48 기(2 주 과정) 
5 회 2/20 (토) 12 시 ~ 21 시 모집중 

디스플레이 

실습과정 
렛유인 디스플레이 OLED 공정실습 25 기 2 회 2/7 (화) 14 시 ~ 18 시 모집중 

PLC 

실습과정 
렛유인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PLC 설계 프로그래밍 실습 1 기 
3 회 2/9 (목) 10 시 ~ 17 시 모집중 

반도체 

실습과정 
렛유인 

Cadence 를 활용한 

반도체 회로설계 실습 1 기 
4 회 2/14 (화) 10 시 ~ 19 시 모집중 

반도체 

실습과정 
렛유인 반도체 공정실습 – 수도권 - - - 사전 알림신청 

1:1 맞춤 취업컨설팅 – 취업준비, 자기소개서, 면접, 전공/직무, 코딩테스트 

컨설팅 렛유인 
[2시간 과정] 

이공계 취업 1:1 맞춤 컨설팅  
1회 상시 개별조율 모집중 

컨설팅 렛유인 
[2시간 30분 과정] 

이공계 취업 1:1 맞춤 컨설팅  
1회 상시 개별조율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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