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관별 경력평가 반영 비율
구

분

1. 국가 공무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무기간
2. 금융기관, 금융협회 근무기간
3. 공공기관,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체 근무기간
4. 그 밖의 기관(기업체 포함) 근무기간

반영 비율
100%
90%
80%
70%

[붙임2]

< 분야별 인정 자격증 >
분야

자격종목

종
합
직*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신용상담사, 정보처리기사, CFA LV3, FRM,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국사능력검정
1‧2급, 사회복지사 1‧2급, 직업상담사 1‧2급, KBS 한국어능력 1‧2급

정보관리‧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CISA),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전산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IT-PMP),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신입) 정보통신기사,
CCNA, CCNP,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 네트워크관리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특정직

(업무6급)
(사무지원
,센터상담
지원)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스 1,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KBS 한국어능력 1,2급

(업무6급)
(비서)

비서 1,2급

특정직

*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직무적합성평가·AI역량검사·필기전형 면제
※ 인정 자격증에 대하여 배점을 차등하여 부여, 동일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위 자격증만 인정

[붙임3] AI

역량검사 설명 자료

□ AI 역량검사 정의 : 뇌신경과학 기반의 인공지능 면접
□ 소요시간 : 약 60분 (개인별

수행시간에 따라 10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 ❶웹캠 / 음성체크 ❷안면등록 ❸기본질문 ❹탐색질문
❺상황질문 ❻뇌과학게임 ❼심층구조화질문 ❽종합평가

뇌과학게임(inAIR Game) : 게임 형식의 AI 역량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성과역량, 성장 가능성 분석
※ inAIR Communication : 기본질문, 상황질문, 탐색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강점, 약점을 분석하여 심층 구조화 질문 제시
※

기본적인 질문
및 상황질문

지원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지원자의 강점/약점
실시간 분석

심층/구조화 질문

□ 종합평가 : 종합 코멘트, 주요 및 세부 역량 점수, 응답신뢰 가
능성 등을 분석하여 종합 평가 점수 도출

1. 성과역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적, 전략적, 관계적
역량

2. 성장역량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
으로 조직 내에서 성장할 가능성

3. 관찰특성

대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소통 특성

[붙임4]

우대사항 증빙서류

∘ 본인이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이용경험
있을 경우
- 상품명, 이용자가 기재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상환증명서, 대출
확인서, 완제증명서,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완료 확인서 등

정책

금융상품 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 이용경험 있을 경우
- 상품명, 이용자가 기재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상환증명서,
대출확인서, 완제증명서,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완료 확인서 등
정책금융상품 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이용자가 직접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추후 직무적합성 평가 합격자 발표시 배부
∘ 기타 우대사항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대출금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