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접

AI면접

http://inview.center

http://inface.ai

비대면 면접도구 inVIEW를 통해서 실제 현장처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nFACE에는 고도화 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AI 기술이 포함되

그리고 강력한 관리자 도구 제공으로 최적화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어처리(NLP)와 안면인식 기술(Vision Analysis), 성향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

분석기술(PI, Personality Insight) 등이 있습니다.

크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검사와 달리 학습이 필요치 않은 Gamification 평가가 도입되

이제 손쉽게 화상면접을 진행할 시간입니다!

어 응시자의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inVIEW 주요기능

화상면접 전용

PT면접 가능

브라우저 기반

inFACE 구성

모바일 지원

AI·비대면 채용 대비
플랫폼

오토 스케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AI·비대면 채용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inVIEW 차별화

손쉬운
편리성

물론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디바이스

본 면접도구는 PC,모바일 환경 모두 제공하며 1대1,다대다 등 다
양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면접관은 본 솔루션에서 메모 혹은 평가
를 남길 수 있는 등 화상면접에 최적화된 솔루션 입니다.

강력한
보안기능

AI SOLUTION
inFACE · inVIEW ·ARI+ · inEAR · inCLASS · Job Solution

보안에 민감한 참가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비디오
및 콘텐츠는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AI

UNTACT
AI면접·화상면접·AI자기소개서·AI영어말하기
이러닝시스템·취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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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분석

상황대처

AI게임

심층면접

inFACE 차별화

자연어
평가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웹은
에 ID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최적화 도구

기본면접

본 기술은 STT(Speech to Text)기술을 활용해 말을 글로 변환하
고, 업계 최초로 그 글을 다시 에듀스 AI기술을 통해 평가해 결과
를 제시합니다.

정밀한
성향평가

인공지능 PI(Personality Insight) 기술을 통해 정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연계된
심층 질문을 진행합니다.

무의식적
행동분석

완성도 높은 다양한 AI게임 등을 통해 지원자의 무의식적 행동 및
수행결과를 분석 측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판단하
여 제공합니다.

AI자기소개서

AI영어말하기평가

이러닝 강의시스템

취업콘텐츠솔루션

http://ariplus.ai

http://inear.ai

http://inclass.educe.co.kr

http://educe.co.kr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할 때, 작성은 했으나 평가를 받고자 할 때, 완성된 자기소

영어면접, 영어말하기를 inEAR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다각화된 평가를 받을

이러닝 강의시스템은 교과목, 집중교육 등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입

에듀스사이트(http://www.educe.co.kr)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최신의 콘텐

개서의 표절여부/맞춤법/표현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고자 할 때 등등 자기소개

수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외국계기업, 공공기관의 영어면접은 물론, 토익 스피킹/

니다. 출결, 신청/접수시스템, 진도율, 설문조사, 교육종료 후 반복학습 등 다양한 기

츠를 납품형 솔루션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솔루션에는 서류, 자기소개서, 면

서와 관련해 꼭 필요한 기능 등을 에듀스 AI기술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픽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도 AI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능을 제공 합니다. 필요한 경우 라이브 강의도 진행가능 하도록 지원 합니다.

접, 인적성검사, 면접, NCS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친 필수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현
재 전국 100여 대학이 사용할 만큼 보편적인 솔루션 입니다.

ARI+ 주요구성

inEAR 주요구성

inCLASS 주요구성

솔루션 구성
목표설정 및 전략 취업진로진단검사(아우란트) / 우리학과 선배는 어디에? / 합격자 스펙검색엔진 / 기
업분석 자료집 / 은행권 입사준비 강의 / 기업채용의 이해 강의 / 업종·기업별 직무분석 / 내게 맞는 직무
의 탐색 / 직무 인터뷰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 채용설명회 후기 / 중소기업정보

자소서 작성

AI평가/분석

첨삭

발음평가

문법평가

주제평가

신청/접수시스템

출결/설문조사

다양한 부가기능

30여개 주제별 레이아웃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합격예시 제공

60만건의 자소서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완결성/역량 등 판정

부족표현, 표절여부,
맞춤법 등 실제
제출 전 최종 점검 도구

응시자의 발음을 단어,
문장단위로 AI가
원어민과 비교평가

강력한 AI문법 엔진으로
문장에서의 오류와
완결성 평가

제시된 그림이나
주어질 질문에 적절한
답을 했는지 AI평가

각 강좌별 신청/접수
시스템을 제공하며
결제 부분 까지 지원 가능

강좌별 출결 상황과
설문조사 결과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처리

교안 다운, 강좌별
공지시항 게재, 진도율 등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자기소개서 실전자기소개서 가이드북 / 합격자 자기소개서 / 첨삭자기소개서 / 시사상식자료집 / 자기
소개서 준비강의 / 합격자 인터뷰 / 취업컬럼
인적성검사 시험 및 E-BOOK/해설 동영상 공사/공기업 포함 40종 이상(E-BOOK 제공) / 삼성그룹
(GSAT) / SK그룹(SKCT) / CJ그룹(CJ CAT) / 두산그룹(DCAT) / 현대차그룹(HMAT) / LG그룹 / 이랜드그
룹(ESAT) / 현대중공업(HATCH) / 롯데그룹(L-TAB) / 농협(NHAT) / GS그룹 / 금호아시아나그룹 / 한전
한수원 / 국민은행
면접 면접 가이드북 / 취업가이드북 / 면접 자료실 / 면접 준비 강의 / ISSUE DEBATE / 면접 후기

ARI+ 차별화

9만건의
항목예시

30여 주제로 분류한 항목 각각에 온톨로지러닝에 따른 키워드 검
색을 통해 주제에 부합하는 항목예시를 제공합니다.

inEAR 차별화

영어면접
대비

AI를 통한 비대면 영어면접 대비가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원어민
과외, 전화영어의 한계를 넘어 영어면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돌발

inCLASS 차별화

강의 전용
플랫폼

질문 및 Role Playing의 연습이 가능 합니다.

60만건의
딥러닝 평가
필요한
부가기능

적합성/내용의입력 등 다양한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맞춤법, 표절, 표현 등에 대해 검사 기능을 탑재하였고, 특히 표현

토스/OPIc
대비 가능

도록 하였으며, AI에 의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발음/문법/주제)

솔루션 차별화

본 시스템은 학교나 단체의 강의 전용 플랫폼으로 교과목, 집중교육
등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출결현황, 신청/접수시스템, 설문조사, 진
도율 등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었습니다.

60만건의 자소서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ARI는 역량/완성도/항목
토익스피킹 테스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

NCS 및 기타 이러닝 동영상 / NCS직업기초 학습자료- 공사·공기업 / (합격자기소개서, NCS필기시
험,학습 동영상 등 다수) / 인문학 / 비즈니스 매너

쉬운 관리자
기능

결과를 응시 후 즉시 제시 합니다.

관리자모드 에서는 강의를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자
동으로 오픈 되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결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모든
취업콘텐츠를
한 곳에

모바일 지원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이용

채용 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콘텐츠를
별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솔루션 콘텐츠를 학습
가능합니다.

(주)에듀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료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러 개의 교육을 동시에 운영 가능 합니다.

검사는 AI가 표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평가 표시 합니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

(주)에듀스 소속 강사를 비롯한 10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가진 전문 강
사로 구성된 강사진은, 교육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 입니다. 또
한 모든 동영상은 엄격한 내부 검수를 수 차례 거친 후 교육생들에게
제공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