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자직무부트캠프

코멘토 제휴서비스소개 >>

온라인진짜 실무자와 찐한 실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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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 직무부트캠프는,“
단순한 직무특강이나 멘토링과 다릅니다.

3~7년차 현직자 멘토와 5주간

실제 현업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

체험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주동안진행되는현직자직무부트캠프는직무강의는물론,
현직자와함께현업과제를수행하고1:1 피드백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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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직무강의 + 과제설명
1

▪ 현직자 멘토의 직무 소개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직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합니다.

▪ 앞으로 5주간 함께 풀어볼
현업과제를 설명합니다.

과제수행 + 1:1피드백

2~4주차

▪ 현직자 멘토의 실무 업무를 시뮬레이션 과제로
개발하여 총 4차시에 걸쳐 실무 과제를 수행합니다.

▪ 현직자 멘토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1:1 피드백을
온라인을 통해 개별 제공합니다. 

5주차

최종과제 발표
3

▪ 수행한 과제를 가지고 멘토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멘토가 피드백합니다. 

▪ 리드멘토와 자유롭게 Q&A를
진행합니다. 

※ 현재코로나로인해모든캠프가‘온라인’으로진행중입니다. 



멘토가실제로현업에서수행해본과제의상세한설명과피드백은
마치실무를경험하는듯한높은현장감과몰입감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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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를 선정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QA 직무에 대한 구직자들의 오해]

게임회사를 준비하는 많은 꿈나무 분들이 QA 직무가
게임에 대한 버그만 찾는 업무로 생각합니다. 또, 회사
에서 게임 플레이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읽어보거나 실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본인이 얼마나 QA 직무를 파
악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A 직무가 실제로 하는 일]

QA 직무는 단순 게임에 대한 버그만 찾는 것이 아닌, 
게임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게임 개발 과정 내부에 프
로세스를 정립/수립 및 조율하며 효율적으로 이슈를 관
리하고 향후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경험
기반 및 트러블 슈터로 끊임없는…



실시간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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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강의 솔루션인 줌(Zoom)에서 실시간 진행되며
학생들은 음성과 채팅으로 멘토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I 온라인캠프 진행 예시 I



모든 교육과정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클래스룸’을 통해 진행되며
편리하게 과제물을 제출하고 멘토에게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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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온라인클래스룸예시 I

※ 기관관리자모드로온라인클래스룸을열람할수있으며, 결산시유용한자료로활용됩니다. 

I 과제제출 및 멘토피드백예시 I



캠프를정상적으로수료*한학생에게는수료증이전달되며,
이력서/자소서의‘교과외활동’의주요소재로활용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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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 최종과제제출



100% 재직인증과정을거친3~7년차현직자멘토가
코멘토교수학습전문가의도움을바탕으로캠프를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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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원하는거의모든캠프가다있습니다. 
항상200개이상의직무부트캠프가모집중입니다. (직무분야20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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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모집중인캠프보기: https://comento.kr/edu

https://comento.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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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수강생후기확인>>수료생 캠프 만족도

매달평균약500명가량의수료생이배출되고있으며, 
평균캠프만족도는4.8점(5점만점)으로매우높습니다. 

https://comento.kr/edu/review


모든캠프를무료로수강할수있는수강쿠폰(1매당1캠프)을발급해드리며,
학생은쿠폰을활용하여원하는캠프를자유롭게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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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쿠폰 발급
1

▪ 기관에 구매한 수강쿠폰 발급

▪ 기관은 학생에게 수강쿠폰 지급

2
캠프신청 (쿠폰사용)

▪ 쿠폰 소지학생은 쿠폰을 활용, 
원하는 캠프를 신청 (결제 X)

3
캠프 수강

▪ 시작일에 맞추어 캠프 참여

제휴기관 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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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가 수량 단위 비고 비용

직무부트캠프 수강쿠폰 구매 ₩180,000 40 매
- 모든 캠프 100% 할인 가능한 쿠폰 지급
- 쿠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1개 쿠폰 사용하여 1개 캠프 참여 가능

₩7,200,000 

소계 ₩7,200,000 

VAT (10%) ₩720,000 

총 합계 ₩7,920,000 

※ 수강쿠폰 40매 구매기준,(참고)

금액은구매하시는수강쿠폰의수량에따라다르며, 1쿠폰당단가는18만원입니다. 
* 정확한제안금액은별도첨부한견적서를참고바랍니다. 

제휴기관 견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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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편리하게활용하실수있도록실시간성과관리페이지를제공합니다. 
학생들의캠프신청현황및수료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제출과제및수료증다운로드가능)

관리자용 페이지

과제수행
(4/4)

수료

수료

과제수행
(3/4)

제출된과제다운로드및 현직자피드백확인 가능

수료증다운로드(PDF)가능



Copyright © ㈜코멘토 All right reserved

010-9403-7357 (이강권이사)

rollin711@comento.kr

http://comento.kr/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