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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 행사개요

■ 행사목적

■ 행사구성

일 정

장 소

주 최

주 관

: 2021.1.18.(월)~1.22.(금) 

: www.publicjob.kr | [개막식]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 [라이브방송] 박람회 유튜브 채널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여 모든 구직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

구직자의 공공기관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정보와 더불어 채팅상담, 특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라인으로 제공

유튜브 라이브 홈페이지 콘텐츠 체험관

개막식

공공기관 채용설명회(27사)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5회)

블라인드 공개모의면접(7회)

NCS 특별강연

공공기관 채용 전략특강(3회)

공공기관 모의토론면접

공공기관 취업성공이야기(5건)

공공기관 채팅상담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NCS 직업기초능력 모의검사

인성검사 모의시험

AI 모의면접



시간 1.18.(월) 1.19.(화) 1.20.(수) 1.21.(목) 1.22.(금)

10:00~10:30 개막식
채용설명회⑥

한국지역난방공사

채용설명회⑪

한국서부발전

채용설명회⑯

한국수자원공사

채용설명회㉒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0~11:00

11:00~11:30
채용설명회①

한국철도공사

채용설명회⑦

한국가스공사

채용설명회⑫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설명회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용설명회㉓

인천국제공항공사

11:30~12:00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인사담당자 Live 토크콘서트

14:00~14:30

14:30~15:00
채용설명회②

근로복지공단

채용설명회⑧

대한체육회

채용설명회⑬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설명회⑱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설명회㉔

한국수력원자력

15:00~15:30

15:30~16:00
채용설명회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설명회⑨

 한국남부발전 

채용설명회⑭

국립공원공단

채용설명회⑲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채용설명회㉕

한국동서발전

16:00~16:30

16:30~17:00
채용설명회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설명회⑩

한국조폐공사

채용설명회⑮

한국환경공단

채용설명회⑳

국민연금공단

채용설명회㉖

한국가스안전공사

17:00~17:30

17:30~18:00
채용설명회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설명회㉑

해양환경공단

채용설명회㉗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파란색 :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참여기관

■ 온라인 Live 채용설명회 일정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 인사담당자 Live 토크콘서트 일정

시간 1.18.(월) 1.19.(화) 1.20.(수) 1.21.(목) 1.22.(금)

13:00~14:00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①

<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②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③

<농림수산환경>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④

<산업진흥정보화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⑤

<SOC>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유통(주)



■ 부대행사 프로그램
일시 : 2021년 1월 18일(월) 공개

■ 체험관
일시 : 2021년 1월 18일(월) 오픈

▶블라인드 공개모의면접

▶NCS 특별강연

▶공공기관 채용전략특강

▶공공기관 모의토론면접

▶공공기관 취업성공이야기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 사전촬영일시 : 1월 6일(수) 14:30 ~ 15:30 (60분)

· 사전촬영일시 :

· 사전촬영일시 :

· 방식 : 콘텐츠 사전 촬영 후, 홈페이지 오픈 시 게재

· 내용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할 사항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

· 내용 :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스튜디오에서 공공기관 모의면접 진행 후 면접관 피드백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 일시 : 1월 18일(월) ~ 22일(금) 10:00 ~ 18:00

· 규모 : 1:1 컨설팅 5개소, 1:5 멘토링 2개소

· 내용 : 참가자가 작성한 입사희망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 대해 실제 공공기관 자소서 심사위원 경력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제공

▶NCS 직업기초능력 모의고사
· 일시 : 1월 18일(월) ~ 29일(금) 17:00

· 규모 : 2021 채용정보박람회 NCS직업기초능력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싶은 구직자 누구나

· 내용 : 직업기초능력검사 시험 응시 후, 문제풀이 및 전문 컨설턴트의 문제풀이 강의 진행

▶인성검사 모의시험
· 일시 : 1월 18일(월) ~ 22일(금)

· 규모 : 2021 채용정보박람회 내 인성검사 모의시험을 응시하고 싶은 구직자 4,000명

· 내용 : 홈페이지 내 인성검사 모의시험에서 인성검사 응시쿠폰 발급 후 (행사기간 中 매일 선착순 800명), 인성검사 페이지에 방문하여 응시 진행

▶AI 모의면접

· 일시 : 1월 18일(월) ~ 22일(금)

· 규모 : 2021 채용정보박람회 내 AI 모의면접을 응시하고 싶은 구직자 2,000명

· 내용 : 홈페이지 내 AI 모의면접에서 AI 모의면접 응시쿠폰 발급 후 (행사기간 중 매일 선착순 400명), AI 모의면접 사이트 방문하여 응시 진행

· 내용 :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제 많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토론면접을 메인무대에서 공개모의로 진행하여 토론면접의 기본사항과 핵심정보 

            를 취준생에게 제공 

· 내용 : 수기공모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취업성공 스토리 사전제작

Ⅰ. 자소서 전략 1월 6일(수) 16:00 ~ 17:00 (60분)

Ⅱ. NCS 필기 전략 1월 12일(화) 15:00 ~ 16:00 (60분)

Ⅲ. 면접 전략 1월 6일(수) 18:00 ~ 19:00 (60분)

공공기관 취업성공이야기Ⅰ(최우수) : 1월 07일(목) 13:00 ~ 17:00
   1월 13일(수) 16:00 ~ 17:00

· 쿠폰 사용기한 : 등록일부터 1년

· 쿠폰 사용기한 : ~1월29일(금)까지



■ 참여기관 리스트
기관유형별 결과: 공기업(31), 준정부기관(71), 기타공공기관(43), 부설기관(3)

번호 기관유형 소관부처 기관명

1 공기업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2 공기업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3 공기업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에스알

4 공기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5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舊.한국감정원)

6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7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8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9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공기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11 공기업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

12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랜드

13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4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15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

16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

17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동서발전㈜

18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19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21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22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3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24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25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

26 공기업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27 공기업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28 공기업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29 공기업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30 공기업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31 공기업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32 준정부기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33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34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5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번호 기관유형 소관부처 기관명

36 준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37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8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39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42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3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44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45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舊.한국정보화진흥원)

46 준정부기관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7 준정부기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8 준정부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9 준정부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舊.한국철도시설공단)

51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

52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53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54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55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56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57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58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59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0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61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63 준정부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4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65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6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67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68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71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2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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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4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75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6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77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78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9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1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82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83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84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5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6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87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88 준정부기관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9 준정부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90 준정부기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91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92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3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4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95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96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7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8 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9 준정부기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100 준정부기관 환경부 국립생태원

101 준정부기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102 준정부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3 기타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4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5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6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107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8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109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번호 기관유형 소관부처 기관명

110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1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112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113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연구원

114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5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116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117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118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9 기타공공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120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121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코레일유통㈜

122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코레일테크㈜

123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24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25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126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127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128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129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130 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31 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32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133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134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체육산업개발㈜

135 기타공공기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136 기타공공기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37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8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9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4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세라믹기술원

141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원자력연료

142 기타공공기관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143 기타공공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4 기타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145 기타공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146 부설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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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설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148 부설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 분야별 참여기관 분류
SOC(21),고용보건복지(12),금융(19),농림수산환경(17),문화예술외교법무(15),산업진흥정보화(18),에너지(22),연구교육(24)

구분 참여기관명

SOC 21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

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

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고용보건복지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 19

기술보증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주택도시

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농림수산환경 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

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

공단

문화예술외교법무 15

㈜강원랜드, 국립해양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

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

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산업진흥정보화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

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너지 22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

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

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연구교육 2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녹색기술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

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

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

원, 한국천문연구원

계 148  ※ 밑줄: 부설기관



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10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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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21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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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3 0 24 0 14 0

국가철도공단 www.kr.or.kr

기 관 장 김상균● 2,091명임 직 원 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88-727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사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대전(본사) 및 5개 지역본부

[전일제] 신입 4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7,39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장애인, 자격증, 어학성적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한국사, 공인어학성적, 관련 자격증 등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지원서 및 가점 등 평가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면접시험(NCS 기반)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기관소개 | 국가철도망의 체계적 구축과 철도시설 및 자산 관리

인재상 | (전문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융합인) 창의ㆍ통합적 사고로 미래지향적인 혁신 인재

             (상생인) 소통과 협력,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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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분야

모집분야

실무직(국가중요시설 방호, 미화)

일반(분야별 직렬은 추후 결정)

방호 : 국가중요시설(전국), 미화 : 대전(본사) 또는 5개 지역본부

대전(본사) 및 5개 지역본부

[전일제] 신입 2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1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5,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1,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우대사항

기타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장애인, 자격증, 어학성적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장애인, 자격증, 어학성적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자

(지원불가) 최종학력이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한국사, 공인어학성적, 관련 자격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한국사, 공인어학성적, 관련 자격증 등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지원서 및 가점 등 평가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면접시험(NCS 기반)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지원서 및 가점 등 평가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면접시험(NCS 기반)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일반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기간제 계약직
약 100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5~6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7~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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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24 0 0 0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

기 관 장 박영수● 793.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88-8788대 표 전 화● 2017년 9월, 경남 진주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행정(법, 회계, 경영 등), 기술(토목, 건축 등), 기타(전산, 기계, 전기 등)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약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9,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해당자) 면접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교육사항·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서류, 필기, 면접전형)

장애인, 우리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한국사검증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서류전형에 대해 지원자격 충족여부만 검증할 경우 미반영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전형을 강화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입사지원서 접수 시 성별, 출신지, 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용인원 및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및 임원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7월

기관소개 | 1995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국

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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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모집분야 행정, 기술(토목, 건축 등), 기타(전산, 기계, 전기 등)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약 2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0,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해당자) 면접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교육사항·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서류, 필기, 면접전형)

장애인, 우리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한국사검증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서류전형에 대해 지원자격 충족여부만 검증할 경우 미반영

국토안전관리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모든 전형을 강화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접수 시 성별, 출신지, 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용인원 및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및 임원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7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행정, 기술(토목, 건축 등)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2021년 4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약 50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우대사항 : 토목, 건축 및 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채용인원 및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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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6 0 66.125 0 13 0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기 관 장 윤종기● 3,029명임 직 원 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33-749-5000대 표 전 화● 2015년 12월, 원주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일반행정, 교통연구 등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일제] 신입/경력 120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1,7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우리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전형 평정, 가점 우대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인성검사 2021년 6월

4 면접전형 개별 발표면접, 그룹 경험·상황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전형 평정, 가점 우대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6월

4 면접전형 개별 발표면접, 그룹 경험·상황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기관소개 | 도로교통공단은 1954년 창립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고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로서 교통안전교육, 홍보,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안전시설 점검, 교통기술 연구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 도로교통안전 업

무 전반에 걸쳐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도로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리드하는 프로 공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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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분야

모집분야

교통직, 실무직

교통안전, 방송기술, 일반행정 등

원주(본사) 및 전국지사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전일제] 신입 70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1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3,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일제] 약 26,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우대사항

기타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우리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전형 평정, 우대 가점 미정

3 면접전형 경험·상황면접 미정

4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전형 평정, 가점 우대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인성검사 2021년 6월

4 면접전형 개별 발표면접, 그룹 경험·상황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업무지원 원주(본사) 및 전국지사

2021년 5월 ~ 9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약 150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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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8 0 0 0 1 0

부산항만공사 www.busanpa.com

기 관 장 남기찬● 25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51-999-30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아시아의 관문에서 세계의 중심항으로 

글로벌 허브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2160만 개)

환적 컨테이너
세계 2위(1145만 개)

컨테이너선
38척 동시 수용

아시아 최대 국제여객터미널
(280만 명 수용)

국내 1위 크루즈항 
(입항횟수, 관광객 국내 최다)

세계 150여 개국
600여 항만과 연결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2160만 개)

환적 컨테이너
세계 2위(1145만 개)

컨테이너선
38척 동시 수용

아시아 최대 국제여객터미널
(280만 명 수용)

국내 1위 크루즈항 
(입항횟수, 관광객 국내 최다)

세계 150여 개국
600여 항만과 연결

 아시아의 관문에서 세계의 중심항으로 

글로벌 허브항만

기관소개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항만기업

부산항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인재상 | 글로벌 항만 전문인, 사회적 가치 선도인, 미래 도전 혁신인 

모집분야 사무(일반, 회계, 세무, 노무 등), 기술(토목, 건축, 전기, 환경 등) 근무지 부산(본사, 사업소), 해외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5명, 경력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3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1분기, 3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분기, 3분기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역량면접 2021년 1분기, 3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분기, 3분기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EPS Speaking 5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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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일반) 근무지 부산(본사, 사업소), 해외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불가)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인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3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분기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역량면접 2021년 3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분기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 근무지 부산(본사)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임용 예정일(2020년 10월 1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7~8월

서류전형: 2021년 8월

면접전형: 2021년 9월

채용예정: 2021년 10월 1일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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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 0 0 0 0 0

새만금개발공사 www.sdco.or.kr

기 관 장 강팔문● 96명임 직 원 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63-440-6743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2018년 9월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지역 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주도 매립사업, 재생에너지사

업, 관광레저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인재상 | 새만금 Creator 

모집분야 사무(경영, 회계, 법률 등), 기술·안전·전산 근무지 군산(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및 경력 9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471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신입직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 中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상반기 中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상반기 中

4 면접전형 종합면접 2021년 상반기 中

5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상반기 中

경력직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 中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상반기 中

3 인성검사 인성검사(면접 참고용) 2021년 상반기 中

4 면접전형 실무면접(PT면접 포함), 임원면접 2021년 상반기 中

5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상반기 中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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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군산(본사)

모집인원 약 6명 계약기간
3개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상반기 中

서류전형: 2021년 상반기 中

면접전형: 2021년 상반기 中

채용예정: 2021년 상반기 中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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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1 0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www.ygpa.or.kr

기 관 장 차민식● 196명 임 직 원 수●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061-797-43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인재상 | 전문인, 도전인, 상생인 

모집분야 사무, 기술 근무지 여수, 광양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785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응시자격 자격증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기타

<신입직> 사무직(일반)의 경우 아래의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지원 가능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EPS Speaking 50점, TOEIC Speaking 120점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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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실무직 근무지 여수, 광양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785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응시자격 자격증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기타

<신입직> 사무직(일반)의 경우 아래의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지원 가능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EPS Speaking 50점, TOEIC Speaking 120점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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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 0 1 0 1 0

울산항만공사 www.upa.or.kr

기 관 장 고상환● 133.5명임 직 원 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052-228-53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7년 7월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천혜의 항만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세계적인 탱크터미널 입지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해 국내 

1위, 세계 3위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현재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안전 녹색항만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상생 협력 등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

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① 국가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②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③ 열정과 도전으로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사람 ④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모집분야 사무행정, 정보·통신, 전기 근무지 울산(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41,000천원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지원 자격요건) 및 자기소개서 적부 판단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종합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예정)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상기 전형일정 및 세부 평가기준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면접시험 후 제출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무행정)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정보·통신/전기) 자격증 또는 자격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타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사무행정] TOEIC 등 공인영어성적 어느 하나가 기준 이상인 자

 ☞ 시험종류 및 기준점수 등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정보․통신/전기]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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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해상관제 근무지 울산(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5,000천원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지원 자격요건) 및 자기소개서 적부 판단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종합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상기 전형일정 및 세부 평가기준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면접시험 후 제출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타

[근무조건] 교대제 근무에 따른 야간, 휴일 등 근무 가능한 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 경우 야근근로 동의 필수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울산(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2,000천원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중퇴자 및 재․휴학자 포함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필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22년 2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입사지원 불가 대상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졸업자로 간주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공사 취업규칙에 의거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졸업학년 2학기 재학이상인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지원 자격요건) 및 자기소개서 적부 판단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종합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예정)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상기 전형일정 및 세부 평가기준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면접시험 후 제출서류>

(공통)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전문)대학 재학(휴학) 등 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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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0 0 17 0 3 0

인천국제공항공사 www.airport.kr

기 관 장 임남수 사장직무대행● 1,793.9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32-741-2331(인사팀)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인재상 | 글로벌 가치창조형 인재 

모집분야 일반직 신입직원(5급) 근무지 인천국제공항 일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89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채용시기 미정

2 서류전형 공인어학성적,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참고용)

4 면접전형
(1차)직무역량면접

(2차)종합면접

5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공통)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남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자) 지역인재 대상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자격증보유자*, 어학 Speaking 성적보유자, 저소득/한부모 가정, 비수도권지역인재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응시자격상 어학성적기준 ※아래 중 하나 충족 시 지원가능, 세부기준 변동가능 

[영어] TOEIC 800점, TOEFL(IBT) 91점, NEW TEPS 348점 이상

[일본어] JPT 800점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210점 이상

※장애인 : 토익650, 토플74, 뉴텝스281, JPT650, 新HSK 4급 255점 이상

 (청각장애인(중증)의 토익점수는 독해분야 점수의 2배로 산정)

※국외응시, 조회불가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만 인정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 세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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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방재직(소방직 15, 야생동물통제직 2) 근무지 인천국제공항 일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6명, 경력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2,6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채용시기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4 체력검정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6개 종목 평가

5 면접전형 직무상황면접, 인성면접

6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소방직] 소방(1종 대형 운전면허), 구급(응급구조사 1급), 예방(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인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

[야생동물통제직] 수렵면허증,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모집분야 안전보안직 근무지 인천국제공항 일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72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채용시기 미정

2 서류전형 공인어학성적,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참고용)

4 면접전형 직무 및 인성면접

5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공통)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남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자격증 보유자 등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직무체험 근무지 인천국제공항 일원

모집인원 약 165명(2회 분할 채용) 계약기간
2개월,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무관

응시자격 상 어학성적기준 충족자

전형절차
및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모집 예정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결격사유 조회 순 진행

※ 세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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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 0 0 1 1 0

인천항만공사 www.icpa.or.kr

기 관 장 최준욱● 27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32-890-80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의 목표는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교류 중심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재상 | 1.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인 2.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인 3. 다양성을 인정하는 협력인 4. 공정한 태도로 신뢰를 주는 청렴인 

모집분야 사무, 건설, 시설 근무지 인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47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역량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 모집인원 11명 중 2명은 2020년 말 전형절차 시작하여 1월 임용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40점, TOEFL(IBT) 71점, TOEIC Speaking 120점, TEPS Speaking 50점 이상 택 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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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 근무지 인천

모집인원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신입 1명(6시간)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0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00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역량면접 2021년 0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00월

※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토론면접 제외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40점, TOEFL(IBT) 71점, TOEIC Speaking 120점, TEPS Speaking 50점 이상 택 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 근무지 인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역량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기타

[외국어] TOEIC 605점, New TEPS 260점, TOEFL(IBT) 69점, TOEIC Speaking 110점, TEPS Speaking 42점 이상 택 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 건설, 시설 근무지 인천

모집인원 26명(2회 분할 채용) 계약기간
2개월,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모집 예정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합격자 발표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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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8 0 0 0 2 0

주식회사 에스알 www.srail.or.kr

기 관 장 권태명● 669명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8층, 9층 ㈜SR

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800-1472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안전, 신뢰, 고객, 혁신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상”, 국민의 “철도 플랫품”를 추구하는 SRT고속열차 운영기관

인재상 |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통하는 미래인재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본사(서울) 및  지역근무(부산, 광주 등)

모집인원
[전일제] 18명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9,000천원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총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1분기

4 면접전형 AI면접(인성,적성), 심층면접 2021년 1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합격여부, 서류 대조 확인 등 2021년 1분기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동의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및 자격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 관련 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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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본사(서울) 및  지역근무(부산, 광주 등)

모집인원
[전일제] 2명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7,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등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총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1분기

4 면접전형 AI면접(인성,적성), 심층면접 2021년 1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합격여부, 서류 대조 확인 등 2021년 1분기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및 자격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 장애인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 관련 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 역무보조 등 근무지 본사(서울) 및  지역근무(부산, 광주 등)

모집인원 40명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청년인턴(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분기, 4분기

서류전형: 2021년 2분기, 4분기

면접전형: 2021년 2분기, 4분기

채용예정: 2021년 2분기, 4분기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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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 0 7 0 0 0

코레일유통(주) www.korailretail.com

기 관 장 조형익● 50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630-88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사무행정, 현장관리직 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0,03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2019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3분기 내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3분기 내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3분기 내

4 면접전형 임원면접 2021년 2~3분기 내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2~3분기 내

기관소개 |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스토리웨이’편의점과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의 운영을 통해 철도 이용고객에게 공공편의를 제공하는 기관

인재상 | 역량갖춘 인재, 변화선도 인재, 신뢰받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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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모집분야 시설관리직, 환경서비스직(보안, 미화) 본사 및 성균관대역사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최저 약 22,620천원 수준(경영평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분기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분기

4 면접전형 실무면접/임원면접 2021년 1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분기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보조 본사 및 전국지사

미정(3개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약 15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3분기

서류전형: 2021년 3분기

면접전형: 2021년 3분기

채용예정: 2021년 3분기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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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645 0 0 0

코레일테크(주) www.korailtech.kr

기 관 장 임재익● 5,25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42-257-9486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사무(경영, 회계 등)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7명, 경력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7,737천원 수준(경평상여금 및 식비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동의서, 등본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2월

2 서류전형 정량평가(자격증, 교육사항, 경력사항),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21년 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능력) 및 인성검사 2021년 1월

4 면접전형 인성 및 역량면접 2021년 1월

5 채용신체검사 및 서류검증 채용신체검사 합격여부 및 서류 대조확인 2021년 1월

기관소개 | 코레일테크(주)는 한국철도공사 계열사로 철도궤도공사·유지관리의  시설사업, 철도전기유지관리용역·전기공사 등의 전기사업, 철도차량 정비용역 등의 차량사업, 철도건널

목 경비사업,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사옥관리, 역환경서비스 등의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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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모집분야 차량, 시설, 전기 및 환경분야 등 서울, 대전 등 전국

[전일제] 신입 및 경력 64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분야별 상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동의서, 등본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645명 채용인원은 상·하반기 나누어 진행 예정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11월

2 서류전형 정량평가 : 경력 및 자격증,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5월/11월

3 체력 및 면접전형 체력전형(윗몸일으키기 등), 면접(인성 및 직무) 2021년 6월/12월

4 채용신체검사 및 서류검증 채용신체검사 합격여부 및 서류 대조확인 2021년 7월/2022년 1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보조)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2021년 6월 ~ 9월

※ 기간제 계약직
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인 자

지역인재 사회형평채용(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학교졸업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3~4월

서류전형: 2021년 4~5월

면접전형: 2021년 4~5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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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3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co.kr

기 관 장 손창완● 2,674.75명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1661-2626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

여 1980년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항로시설본부와 10개의 항공무선표지소를 관리하

고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국내·외 항공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인, 융합인, 배려인 

모집분야
행정(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시설(토목,건축,기계), 기술(전기,통신전자)

보안검색감독직, 공항안전직 등
근무지 서울, 부산, 제주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2명, 경력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16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NCS)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진 직무역량 면접, 임원진 심층인성 면접 2021년 6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  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사항·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등

기타

[외국어] 행정 분야 기준 TOEIC 750점 이상 수준(TEPS, JPT, HSK 인정)

(채용분야별 기준 상이,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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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 전산, 시설, 기술 근무지 서울, 부산, 제주 등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미정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7월

서류전형: 2021년 8월

채용예정: 2021년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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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7 0 6 2 8 0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기 관 장 권병윤● 1,801.3명임 직 원 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77-0990대 표 전 화● 2014년 4월, 경북 김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인재상 | 안전 최우선, 도전과 혁신, 소통과 화합, 공익과 상생 

모집분야 행정(노무, 일반), 기술(검사, 철도, 첨단자동차), 연구교수(교통, 자동차연구) 근무지 김천(본사), 전국 지역본부(검사소), 체험교육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7명 예정, 경력 10명 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19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경력직 제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온라인 인성검사(신입+경력) 2021년 2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화상면접), 경험면접(화상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반기 채용은 동일한 전형으로 7월경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이전지역인재, 1년 이상 공단 상근 근로자(기간제 제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가점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TEPS Speaking, TOEFL, OPIc, JPT, HSK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시험 중 최고성적 1개만 인정하며, 서류전형 

가점으로만 적용(경력직)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공인노무사, 지원분야 기술사, 지원분야 박사, 고시 최종 합격자는 가점(경력직) 또는 서류 면제

※ 상기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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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사무), 기술(자동차검사), 현장(시설, 상담, 환경) 근무지 김천(본사), 전국 지역본부(검사소), 체험교육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신입 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14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실무직(사무) 4급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신입+경력) 2021년 2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화상면접), 경험면접(화상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반기 채용은 동일한 전형으로 7월경 예정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이전지역인재, 1년 이상 공단 상근 근로자(기간제 제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가점 자격증

기타
실무직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예정지 또는 인접시·군에 거주중인 자만 지원 가능

※ 상기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행정(사무), 기술(검사) 근무지 김천(본사), 전국 지역본부(검사소), 체험교육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29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 행정7급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온라인 인성검사 2021년 2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화상면접), 경험면접(화상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반기 채용은 동일한 전형으로 7월경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가점 자격증

기타 ※ 상기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보조, 검사보조 근무지 김천(본사), 전국 지역본부(검사소), 체험교육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모집인원 연간 약 000명 계약기간 5개월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단, 검사보조는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연중

서류전형: 연중

면접전형: 연중

채용예정: 연중

※ 상기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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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15 0 10 0 15 0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기 관 장 김정렬● 4,537명임 직 원 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63-713-1000대 표 전 화● 2013년 11월, 전주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지난 43년

간 국토정보사업의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재상 | 상생을 추구하는 화합, 변화에 도전하는 창조, 고객을 지향하는 소통

모집분야 기획경영, 지적측량, 공간정보·국토조사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15명(채용형 인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45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역량기반 지원서 접수 2021년 2월

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검사 2021년 3월

3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4월

4 채용형 인턴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2021년 5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필수) 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지적자격증(지적측량 분야에 한함)

(해당자) 가점 자격증 사본, 우대항목(보훈, 장애, 이전지역인재) 

우대사항 (채용우대제도) 이전지역(전북)인재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고졸/장애인/보훈 채용할당제 실시

기타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사진, 성별, 나이, 학교, 전공, 어학성적 미기재,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서 필수기재사항 작성하여 제출 시 필기전형(1

차) 기회 제공, 면접 심사위원에게 지원자 개인정보 미제공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직무관련 자격, 공사 및 공무원(지적업무) 경력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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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지적측량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역량기반 지원서 접수 2021년 2월

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검사 2021년 3월

3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4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필수) 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지적자격증(지적측량 분야에 한함)

(해당자) 가점 자격증 사본, 우대항목(보훈, 장애, 이전지역인재) 

우대사항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직무관련 자격, 공사 및 공무원(지적업무) 경력

기타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사진, 성별, 나이, 학교, 전공, 어학성적 미기재,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서 필수기재사항 작성하여 제출 시 필기전형(1

차) 기회 제공, 면접심사위원에게 지원자 개인정보 미제공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지적측량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역량기반 지원서 접수 2021년 2월

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검사 2021년 3월

3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4월

4 채용형 인턴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2021년 5월

제출서류
(필수) 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지적자격증(지적측량 분야에 한함)

(해당자) 가점 자격증 사본, 우대항목(보훈, 장애, 이전지역인재) 

우대사항 (채용우대제도) 이전지역(전북)인재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고졸/장애인/보훈 채용할당제 실시

기타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사진, 성별, 나이, 학교, 전공, 어학성적 미기재,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서 필수기재사항 작성하여 제출 시 필기전형(1

차) 기회 제공, 면접심사위원에게 지원자 개인정보 미제공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직무관련 자격, 공사 및 공무원(지적업무) 경력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지적측량, 공간정보, 행정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약 150명 계약기간
1학기: 2021년 3월 ~ 6월

2학기: 2021년 9월 ~ 12월

지원자격 장기현장실습 MOU 체결 대학교 추천

전형절차
및 일정

학교추천: 2021년 1월 / 7월

서류전형: 2021년 1월 / 7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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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60 0 미정 0 미정 0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기 관 장 김진숙● 8,95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588-2504대 표 전 화● 2014년 11월, 김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채용계획 미확정)

기관소개 | 한국도로공사는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고속도로가 있어 가능했고 그 속도로의 역사는 우리 공사가 앞

장서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의 공적기능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을 실

현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재상 | “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공인”

인재요소: ①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섬김인 ② 상호존중과 신뢰의 상생인 ③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④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

기본역량: ① 고객중심 ② 신뢰와 협력 ③ 최고의 추구 ④ 창조적 사고

모집분야 행정직, 기술직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60명 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53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예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예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6월 예정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7월 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예정

※ 하반기 2차 채용 예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필수자격증 증빙서류(기술직만 해당), 필기전형 부가가점 증빙서류(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증명서·기초

생활수급자 관련서류(해당자), 우리공사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증(해당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자격증 보유자, 우리공사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 필기전형 가점 부여

기타

어학성적: TOEIC 700점, TEPS 340점, TOEFL(IBT) 71점, OPIc IM2,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 단,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0점 이상 등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기본자격요건 확인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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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직, 기술직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미정

전형절차
및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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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1 4 0 0 2 0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기 관 장 김학규● 약 935명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644-2828대 표 전 화● 2013년 8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입니다.

인재상 |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모집분야 통계, 경영, 경제, 건축, 부동산 등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 30개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1명

[시간제] 신입 4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316천원 수준

[시간제] 근무시간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적격심사, 역량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개별면접,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적격심사, 역량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개별면접,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인턴 수료자 등

우대자격증: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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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회계·사무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 30개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3,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지원분야 관련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최종학력이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으로 제한)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적격심사, 역량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개별면접,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등

우대자격증: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등 직무체험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 30개 지사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6월

서류전형: 2021년 6~7월

면접전형: 2021년 7~8월

채용예정: 2021년 8~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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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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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70 0 0 0 30 0

한국수자원공사 www.kwater.or.kr

기 관 장 박재현● 5,764.75명임 직 원 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042-629-3114대 표 전 화● 1974년 10월, 대전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직(행정, 기술)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270명(상반기 200, 하반기 70)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8,75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정보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정보

(해당자) 우대사항 정보

 ※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진위확인 진행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K-water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HSK 5급 195점, FLEX 701(프랑스어, 스페인어), DELF B2, DELE B2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1분기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역량면접 2021년 2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2분기

기관소개 |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21개 다목적댐 등 수자원시설 건설·운영으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광역상수도를 통해 국내 수돗물 공급의 48%

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3개 지방상수도 운영과 하수도사업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수변 도

시 조성, 국내 제1위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로서 수력·조력발전 등 K-water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 순환 전과정 Total Service가 가능한 수자원 전문 공기업입니다.

인재상 | 포용, 안전, 신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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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분야

모집분야

사무, 기술 등

시설운영직

대전(본사) 및 전국 유역본부 및 사무소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전일제] 신입 63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채용공고는 각 유역본부별로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전일제] 신입 30명(하반기 30)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내부규정에 따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7,6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기타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정보

(해당자) 우대사항 정보

 ※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진위확인 진행

지원자격 검토 중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K-water 특수직 및 실무직 재직자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분기, 3분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자격 및 경력심사,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분기, 3분기

3 면접전형 실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1분기, 3분기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분기, 3분기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2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3분기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역량면접 2021년 3분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분기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행정, 기술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하반기
약 290명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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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30 0 0 0 170 0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기 관 장 손병석● 32,273명 임 직 원 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544-7788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사무영업직, 기술직 전국

[전일제] 신입사원 1,23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3,467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및 자격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체험형 인턴)

※ 2차 채용은 7~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사 체험형 인턴 수료성적 우수자

지원부문 공통직무 및 해당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최대 2개)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2월

3 필기전형 분야별 전공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3월

4 면접전형 NCS 직무면접, 상황면접, 인성검사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기관소개 | 한국철도공사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122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국가 대동맥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최상

의 안전체계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철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사람지향 소통인, 고객지향 전문인, 미래지향 혁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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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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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③고졸채용

근무지모집분야 사무영업직, 기술직 전국

[전일제] 신입사원 17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3,467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기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및 자격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체험형 인턴)

2021년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써 채용선발직렬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실업과정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

대상자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단 채용공고일 기준 중퇴자는 학교장 추천가능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사 체험형 인턴 수료성적 우수자

지원부문 공통직무 및 해당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최대 2개)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7월

3 필기전형 분야별 전공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8월

4 면접전형 NCS 직무면접, 상황면접, 인성검사 2021년 9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0~11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영업, 기술직 전국

상반기: 2021년 7월~10월 예정

하반기: 2021년 12월~2022년 3월 예정

약 1,000명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2021년 상·하반기 신규채용 입사지원자 中 정규직에 불합격한 자로서 희망하는 자(일반공채와 병행선발)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일정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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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0 0 0 0 0 0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기 관 장 사장공석(장충모 사장직무대행)● 9,478.5명임 직 원 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600-1004대 표 전 화● 2015년 6월, 경남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채용계획 미확정)

기관소개 | 토지의 취득·개발·공급·도시개발·주택건설·공급·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해온 공공기관

인재상 | 소통과 창의, 융합과 통찰로 미래를 개척하는 LH Path-Finder 

모집분야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근무지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시간제]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601천원 수준(20년 기준,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4 면접전형 직무 및 인성면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LH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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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근무지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시간제]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고객관리 업무기준 약 22,944천원 수준, 직무별 급여상이 

(2020년 기준,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직무 급여액에 시간비율을 곱한 금액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4 면접전형 직무 및 인성면접 ※ 일부직무 실기평가 실시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모집분야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근무지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6,984천원 수준(20년 기준,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4 면접전형 직무 및 인성면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LH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진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계약기간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우대사항 가점

3 면접전형 인성면접

※ 2021년 채용계획 미확정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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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 0 0 0 0 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www.kindkorea.or.kr

기 관 장 허경구● 6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51층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6746-735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채용계획 미확정)

기관소개 | 해외 PPP 사업 지분투자 및 금융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민간기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Developer, 민간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 Team Korea를 선도하는 

Leader

인재상 | 글로벌 가치창조형 인재

모집분야 사무(경영일반, 사업개발) 근무지 서울(본사) 및 해외사무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30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신입초임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기반한 정성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외국어] TOEIC 850점(또는 TEPS 695점, New TEPS 383점, TOEFL(IBT) 98점) 및 TOEIC Speaking 160점(또는 OPIC IH) 이상 성적 보유자

※ TOEIC과 TOEIC Speaking 점수를 모두 보유해야 지원 가능함

※ 상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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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SOC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보조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약 8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2022년 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외국어] TOEIC 750점(또는 TEPS 597점, New TEPS 324점, TOEFL(IBT) 85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성적 보유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4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인성검사: 2021년 5월(온라인)

면접전형: 2021년 5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53 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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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60 0 40 0 0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기 관 장 김선민● 3,721명
※ ALIO 20년 3분기 임직원 총계(정원)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1644-20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등

인재상 | 윤리인, 전문인, 혁신인, 소통인

모집분야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근무지 본원(원주) 및 10개 지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0명, 경력 1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6,400천원 수준(6급갑 1호봉 기준, 성과급 별도)

※ ALIO 20년 신입사원 초임 기준

[시간제] 전일제 근로자의 75% 수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및 교육·경력·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 평가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종합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상황·토론·심층·인성면접 2021년 6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 모집분야(직종)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유형은 상이할 수 있음(공고 시 확정)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지원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기타

자격조건

(행정직) 제한없음

(심사직) 관련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전산직)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구직) 모집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지 방 이 전●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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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운영직(무기계약직) 근무지 본원(원주) 및 10개 지원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4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모집분야(직능)에 따라 상이 ※ 채용 공고문 참고

[시간제] 전일제 근로자의 75% 수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및 경력·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 평가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종합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월

4 면접심사* 상황·토론·심층·인성면접 2021년 6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모집분야(직능)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유형은 상이할 수 있음(공고 시 확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자격사항·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기타 자격조건: 모집분야 관련 자격(면허) 및 경력 보유자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총무, 고객관리 등 근무지 본원(원주) 및 10개 지원

모집인원 약 300명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심사: 2021년 5월

인성검사: 2021년 6월

면접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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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20 0 100 0 80 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기 관 장 김용익●

주 소● 1577-10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

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평생건강·국민행복·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보건과 사회보

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모집분야
신규직원(행정직, 건강직 등)

전문직(연구직, 약무직 등) 
근무지 본부(원주) 및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70명, 경력(전문) 15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130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법률),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6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경험행동면접 2021년 6월

5 증빙서류 검증 서류전형 진위여부 확인 2021년 6~7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 2차 채용은 8~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

※ 경력직 채용은 결원 등 수요 발생에 따라 수시 채용 예정임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강원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영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2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12월, 원주지 방 이 전●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임 직 원 수● 16,24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공단의 인재상은 '큰사람'입니다. 큰사람이란 공단의 핵심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인재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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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근무지 본부(원주) 및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3,000천원 수준(직렬별 상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6월

4 면접전형 면접위원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모집분야 신규직원(행정직) 근무지 본부(원주) 및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3,178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8~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법률),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경험행동면접 2021년 10~11월

5 증빙서류 검증 서류전형 진위여부 확인 2021년 11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강원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본부(원주) 및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모집인원 약 800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하, 만 34세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6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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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기 관 장 김용진● 7,466명임 직 원 수●

주 소● 1355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재상 | 실천적 윤리인, 글로벌 전문인, 자율적 혁신인

모집분야 일반직 6급갑(사무직, 심사직, 전산직, 기술직) 근무지 본부(전주) 및 전국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10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세부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미정

4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미정

5 면접전형 구조화된 면접 시행(경험-상황-토론-발표) 미정

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비위면직 등 확인) 미정

※ 상·하반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상반기: 일반직 6급갑, 하반기: 사무직6급을, 시간선택제 등 채용 예정)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세부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미정

4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미정

5 면접전형 구조화된 면접 시행 (경험-상황-토론-발표) 미정

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비위면직 등 확인) 미정

※ 시간선택제의 경우 필기전형 시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시행

제출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 공인어학성적* 등의 증빙서류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사무직6급갑만 해당(시간선택제 제외)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임용 구비서류

※ 증빙서류는 인성검사 단계 및 임용 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경험자, 우리 공단에서 6급갑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기준)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2015년 6월, 전북 전주지 방 이 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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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직 6급을 근무지 본부(전주) 및 전국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987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

(지원가능) 대학(전문대학) 중퇴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생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세부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미정

4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미정

5 면접전형 구조화된 면접 시행 (경험-상황-토론-발표) 미정

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비위면직 등 확인) 미정

제출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임용 구비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및 임용 단계에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경험자, 공단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중인 자(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기준)

기타 ※ 모든 평가 전형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연금 관련 업무 지원 근무지 본부(전주) 및 전국 지사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90일 이상 예정)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

※ 고졸인턴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전형절차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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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06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기 관 장 강순희●

주 소● 052-704-7055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의 가입,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정산업무, 산재근로자 보상과 의료서비스,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인재상 | 고객·효율·미래 - 근로복지공단이 추구하는 인재는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

하는 사람입니다.

모집분야
(보험사업) 일반직 외

(의료사업) 일반직, 간호직, 전문직 외
근무지

공단본부(울산), 전국 61개 지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개소,

공단병의원 12개소, 인재개발원, 연구원 3개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06명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838천원수준(성과급제외)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평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NCS 직무기초지식평가, 직업성격검사 미정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미정

5 신체검사 및 서류검증 신체검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검증 미정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및 지원부문 직무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고졸, 의사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청년인턴,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2014년 3월, 울산지 방 이 전●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임 직 원 수● 9,5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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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공무직(사무원) 등 근무지 공단 본부(울산), 전국 61개 지사 및 공단병원 10개소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직렬별 상이(24,660천원~30,978천원)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서면 및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평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미정

4 신체검사 및 서류검증 신체검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검증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고졸, 의사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청년인턴,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모집분야
(보험사업) 일반직

(의료사업) 일반직, 간호직, 기술직, 기능직
근무지 공단 본부(울산), 전국 61개 지사 및 공단병원 10개소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342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고졸 검정고시 포함) * 대학 이상 재학, 휴학, 중퇴자 포함

전형절차

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평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성격검사 미정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미정

5 신체검사 및 서류검증 신체검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검증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고졸, 의사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청년인턴,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공단 본부(울산), 전국 61개 지사 및 공단병원 10개소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계약기간: 미정(4개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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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8 0 0 0 0 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www.dgmif.re.kr

기 관 장 이영호● 314명임 직 원 수●

주 소● 053-790-5114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2010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과 신약개발, 의
료기기, 실험동물, 의약생산 분야의 R&D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함

인재상 | 재단 핵심가치(열정, 전문, 창의, 신뢰)를 가진 인재

모집분야
(연구직) 신약개발, 의료기기, 실험동물, 의약생산

(일반직) 사무행정
근무지 대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4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연구직) 38,500천원 (일반직) 33,850천원(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심층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해당자) 연구실적, 기술이전실적, 연구 및 과제수행 중요업적, 경력기술서 작성서식

(합격자) 증빙서류 각 1부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외국어우수자: TOEIC 800점 이상, 직무관련 해외근무경력 등

기타
재단근무자로서의 적정성, 연구실적 등 우대사항, 전공적합성, 경력우대사항 등 평가 (능력중심 블라인드채용)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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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연구지원 근무지 대구

모집인원 약 15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1 ~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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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 0 0 0 2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www.tp.or.kr

기 관 장 주명현● 24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61-338-00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고객지향 신뢰인, 성과중심 전문인, 변화주도 창조인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전라남도 나주(본사)

센터(서울, 대전, 부산)

모집인원
[전일제]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384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정량평가(50) + 정성평가(50),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1차: 토론면접, 실무면접 ※ 1차 면접자 대상 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공공

기관 청년인턴 수료증(해당자)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기타
TOEIC 등 어학성적을 서류전형 기본 자격요건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2014년 12월, 나주지 방 이 전●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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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전라남도 나주(본사) 센터(서울, 대전, 부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85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①, ②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최종학력이 고교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고졸 검정고시는 전 과목 평균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정량평가(50) + 정성평가(50),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1차: 토론면접, 개별실무면접 ※1차 면접자 대상 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ㆍ경력사항ㆍ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공

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해당자)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기타
TOEIC 등 어학성적을 서류전형 기본 자격요건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전라남도 나주 및 센터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1월 예정

지원자격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단, 재학생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능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0년 7~8월      

 서류전형: 2020년 7~8월

 면접시험: 2020년 7~8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0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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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8 0 0 0 0 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www.kbiohealth.kr

기 관 장 박구선●

주 소● 043-200-91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첨단의료제품의 연구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혁신성, 전문성, 윤리의식, 고객지향성을 갖춘 인재

모집분야 일반직, 연구직 근무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정량 및 정성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월

3 필기전형
일반직: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연구직: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6월

4 면접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인성면접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7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기타 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지원분야별로 기타 우대사항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임 직 원 수● 35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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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지원 근무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등,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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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0 미정 0 미정 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기 관 장 김혜영●

주 소● 02-3479-76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인재상 | 공헌, 소통, 성장하는 사람

모집분야 사무행정(경영, 회계, 법률, 가족사업 등)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77천원 수준(수당 및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구조화면접 2021년 5월

5 합격자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0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00월

4 면접전형 구조화면접 2021년 00월

5 합격자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00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1~2급, 국어능력인증 1~2급, kbs한국어능력 1~2급, 한국실용글쓰기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사회조사분석사 1~2급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조달청 본관 4~6층

임 직 원 수● 18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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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행정(경영, 회계, 법률, 가족사업 등)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1,988천원 수준(수당 및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구조화면접 2021년 5월

5 합격자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1~2급, 국어능력인증 1~2급, kbs한국어능력 1~2급, 한국실용글쓰기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사회조사분석사 1~2급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행정(경영, 회계, 법률, 가족사업 등)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정규직 및 공무직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구조화면접 2021년 5월

5 합격자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1~2급, 국어능력인증 1~2급, kbs한국어능력 1~2급, 한국실용글쓰기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사회조사분석사 1~2급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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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1 0 3 0 0 0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기 관 장 나영돈● 40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43-870-8724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고용 및 진로직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생생하고 실용적인 고용정보,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성, 고객지향성, 창의성, 협력성

모집분야 경영·사무, 정보화·빅데이터, 연구, 안전, 보건관리 등 근무지 충북혁신도시 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9명,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817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여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인성·경험면접 등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차 채용은 6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외국어성적·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임용예정자)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4년 9월, 충북혁신도시지 방 이 전●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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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공무직(고객상담), 공무직(미화) 근무지 충북혁신도시 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000천원 수준(성과급 등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여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평가 2021년 4월

3 면접전형 인성·경험면접 등 2021년 5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외국어성적·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임용예정자)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경영·사무, 정보화, 사업·연구지원 근무지 충북혁신도시 본원

모집인원 약 54명(1차: 27명, 2차: 27명) 계약기간
1차: 2021년 4월 ~ 7월 예정, 2차: 2021년 8월 ~ 11월 예정

※ 체험형으로 기간제 계약직 신분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1차/2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 2021년 6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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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38 40 193 12 10 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www.bohun.or.kr

기 관 장 양봉민● 7,116명 임 직 원 수●

주 소● 033-749-36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198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복지를 위해 6개 보훈병원과 7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호국정신 함양과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인재상 | 보훈인, 봉사인, 전문인, 화합인

모집분야 의무직(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기사), 사무직, 기술직 등 근무지 원주(본사) 및 6개 광역시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38명

[시간제] 신입 40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사무직)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한국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인성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1월

전일제 전형(간호직)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6월

3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한국사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임상술기면접, 인성면접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공단 근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3년 12월, 강원(원주)지 방 이 전●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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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업무지원직 근무지 원주(본사) 및 6개 광역시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93명

[시간제] 신입 1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1,6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시채용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수시채용

3 면접전형 인성면접 수시채용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

※ 소속기구별 결원발생에 따라 수시채용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공단 근무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직 등 근무지 원주(본사) 및 6개 광역시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한국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인성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국가기술자격·면허증 보유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보건 근무지 원주(본사) 및 6개 광역시 등

모집인원 약 300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5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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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기 관 장 임희택● 73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2-6360-6114 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입니다

인재상 | 미래지향, 전문지식, 책임의식

모집분야 행정, 전산, 연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500천원 수준(성과급 미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사무직)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임원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2021년 채용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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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행정, 전산, 연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내부규정에 따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사무직)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미정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임원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전산보조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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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0 0 33 1 9 0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기 관 장 김동만● 1,767.785명 (정원)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1644-80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및 숙련기술 

장려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Human(인간답고) Reformative(창조적이며) Dynamic(열정적인) Knowledge based learner(지식기반 학습인)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울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061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서 성실 작성여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한국사, 영어 미정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평가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평가기준 및 전형일정은 변동가능하며, 해당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할 것

제출서류
(공통) NCS 기반 지원서

(해당자)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 상기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4년 5월, 울산지 방 이 전●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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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고용보건복지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공무직(시설물관리원 등) 근무지 울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3명

[시간제] 1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6,715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미정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직무별 공고 참고

미정

3 필기전형 미정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평가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평가기준 및 전형일정은 변동가능하며, 해당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할 것

제출서류
(공통) NCS 기반 지원서

(해당자)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 상기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울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061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서 성실 작성여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한국사, 영어 미정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평가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공통) NCS 기반 지원서

(해당자)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 상기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울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000명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전형절차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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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0명 내외 0 0 1명 내외 0 0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기 관 장 정윤모● 1,49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1544-1120대 표 전 화●
2020년 6월 1일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부산)
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인재상 | NCS 기반 채용으로 기술보증기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인재(Right Person)" 를 채용 

모집분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박사, 일반, 이공계 등), 전산, 채권관리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0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6,560천원 수준(세전 기준)

※ ALIO 공시 2019년 신입사원 초임 기준(군경력 및 전직 경력 등 미보유자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8월(예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 2021년 9월(예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2021년 10월(예정)

4 면접전형 1차(실무자) 면접, 2차(임원) 면접 2021년 11월(예정)

5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신원조사, 건강검진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12월(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부산)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외국어] TOEIC 760점, New TEPS 328점, TOEFL(IBT) 8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JPT 660점, HSK 5급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는 외국어 성적 점수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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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무기계약직(사무지원직) (고졸 제한경쟁채용)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신입 1명 내외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약 21,000천원 수준(세전 기준)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예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 2021년 상반기(예정)

3 면접전형 실무자 면접 2021년 상반기(예정)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상반기(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통)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무기계약직(사무지원직) (고졸 제한경쟁채용)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신입 1명 내외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약 21,000천원 수준(세전 기준)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예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 2021년 상반기(예정)

3 면접전형 실무자 면접 2021년 상반기(예정)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상반기(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통)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약 57명 계약기간 2021년 상반기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상반기 예정

서류전형: 2021년 상반기 예정

면접전형: 2021년 상반기 예정

채용예정: 2021년 상반기 예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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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0 0 0 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www.apfs.kr

기 관 장 민연태● 75명 임 직 원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층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3775-67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

험,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연구, 사업관리·점검 등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

모집분야 정책자금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관리, 행정사무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경력 1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115천원 수준(2020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배점: 학교교육(50), 직업교육(25), 자격증(20), 경력(5)

우대사항: 보훈, 장애인, 농어업인/저소득층 자녀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포함)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종합면접(PT, 직무, 경험, 인성)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응시서류 증빙자료 검증,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미정,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자격증·우대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제출 시)

(최종합격자)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제출한 제서류 원본 및 추가 서류(교육사항 증빙서류 등)와 임용서류 추가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자녀, 농어업인자녀(취업지원대상자는 전 전형 가점 부여, 그 외 서류전형만 가점 적용)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직무기술서 참조)

기타

나이, 성별, 학력, 지역에 대한 제한사항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위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외국어 자격증에 대한 자격 제한 및 평가 사항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전형방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인재상 | 전문성, 투명·공정, 고객지향, 소통·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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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행정사무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6명 계약기간
2021년 상반기 예정

※ 기간제 계약직(계약기간 2개월)

지원자격

일반 체험형 청년인턴: 나이, 학력, 전공 등의 제한 없음

고졸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고졸 검정고시 등)에 한함(임용일 기준)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임용일 기준)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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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4 0 18 0 0 0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기 관 장 이계문● 27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5층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128-802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23일 출범한 기관으로,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근로자 햇살론 

보증, 고금리 전환자금 등 금융서비스와 자영업 컨설팅·취업연계·맞춤대출 서비스·금융교육 등 자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진심을 통한 지원, 시너지를 발휘하는 소통,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공정성 

모집분야 종합직, 전산직 근무지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4명, 경력 0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민금융상품·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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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업무지원직(사무지원), 금융전문직 근무지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 경력 1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업무지원직 약 26,000천원, 금융전문직 약 26,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1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10월

3 필기전형(업무지원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11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4월,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1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민금융상품·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일반행정, 센터상담지원 근무지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등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하반기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7월 중

서류전형: 2021년 5~7월 중

면접전형: 2021년 5~7월 중

채용예정: 2021년 하반기 예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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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0 0 미정 미정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기 관 장 윤대희● 2,768.5명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1588-6565대 표 전 화● 2014년 12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신용보험, 인프라신용보증, 신용정보관리, 창업기업지원, 기업경영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인재상 |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

모집분야 일반금융사무 등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 본부점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 채용계획 수립 前

[시간제] 미정 * 채용계획 수립 前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47,257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20,420천원 수준(4시간 근무)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미정 미정

3 필기전형 미정 미정

4 면접전형 미정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채용계획 수립 前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미정 미정

2 서류전형 미정 미정

3 면접전형 미정 미정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미정 미정

※ 육아휴직자 대체 실무인력 채용으로 사회형평적인력(보훈,장애인) 채용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신용보증기금 우수인턴,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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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금융사무보조 근무지 전국 영업점 및 보험센터

모집인원
상반기: 약 170명

하반기: 약 170명
계약기간

상반기: 2021년 3월 중하순 ~ 6월 중하순 예정

하반기: 미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상반기)

원서접수: 2021년 1월 말 ~ 2월 중순

서류전형: 2021년 2월 하순

면접전형: 2021년 2월 말 ~ 3월 초

채용예정: 2021년 3월 중하순

(하반기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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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0 0 0 0 0 0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기 관 장 위성백● 752.2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02-758-011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

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재상 | 전문성, 소통, 책임감 

모집분야 사무(경영, 경제, 법률, 통계, IT)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393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말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중

3 필기전형 공통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초

4 면접전형 인성검사(온라인), 토론면접, 실무면접, 구조화면접, 임원면접 2021년 5월 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말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해당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우대자격증(필기전형 限) :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CFA(lv3), 보험계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타
[어학성적] 제한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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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일반행정 등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약 75명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기간

2021년 6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대학생인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2∼4학년생, 석사 1∼2학년생

청년인턴: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4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3차 채용은 1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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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우체국금융개발원 www.posid.or.kr

기 관 장 박백수● 7,423명임 직 원 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
우체국금융개발원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2639-0500대 표 전 화● 미정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지

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재상 | 국민에게 봉사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모집분야 금융연구(연구직), 금융행정(보험심사·조사직)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지사(부산, 대구, 광주)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 ~ 34,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경력직은 별도책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자에 한함(단, 연구직의 경우 학력 및 관련분야 경력 필요)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업성격검사, 직업능력검사),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NCS 신입직은 집단토론 포함),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5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차 이후 채용의 경우 동일한 절차에 의거 진행됨(일정은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형기간중 제출서류 없으며 합격자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 공고의 공고문 참조(임용원서 내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5~10점), 유공자(5~10점), 만 34세 이하(5점), 최종학력 지역인재(5점)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1차)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70 0 16(정규직 4명,무기 12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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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①금융(예금·보험)상담 ②미화·방호직 근무지 ①서울(본사) 및 대구지사 ②서울(본사) 및 전국지사(부산, 대구, 광주)

모집인원
[전일제] ①금융상담 13명 ②미화 1명, 방호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①약 22,5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②최저임금(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자에 한함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면접전형 토론면접,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4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차 이후 채용의 경우 동일한 절차에 의거 진행됨(일정은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형기간 중 제출서류 없으며 합격자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 공고의 공고문 참조(임용원서 내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5~10점), 유공자(5~10점), 만 34세 이하(5점), 최종학력 지역인재(5점)

모집분야 ①금융행정(보험심사·조사직) ②금융(예금·보험)상담 근무지 ①서울(본사) 및 전국지사(부산, 대구, 광주) ②서울(본사) 및 대구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①신입 2명 ②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①약 30,000천원 ~ 34,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②약 22,5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제적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연중)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연중)

3 면접전형 토론면접, 우대사항 가점 미정(연중)

4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미정(연중)

제출서류 전형기간 중 제출서류 없으며 합격자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 공고의 공고문 참조(임용원서 내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5~10점), 유공자(5~10점), 만 34세 이하(5점), 최종학력 지역인재(5점)

직무내용 사무행정지원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7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1차)

③고졸채용(2~4회차 채용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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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6 0 0 0 0 0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기 관 장 이재광● 85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566-9009대 표 전 화● 2014년 12월, 부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인재상 | 변화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정도를 지키는 사람 

모집분야 사무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관리직) 36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30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무적합평가, 전공필기시험 미정

4 면접전형 NCS 기반 역량면접, 심층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취업보호대상자, 비수도권·이전지역인재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등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40점, TOEFL(IBT) 71점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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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약 50명 계약기간
미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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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0 0 0 0 20 0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기 관 장 윤종원● 13,68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기업은행)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1566-2566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IBK기업은행은 국가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돕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반세기 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며 비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입니다.

모집분야 금융영업,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근무지 서울 본점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5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51,845천원(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1월

2 서류심사 서류검증, 서류등급평가 2020년 11~1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0년 12월

4 실기시험 토론면접, 실무면접 2021년 1월

5 면접시험 임원면접 2021년 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공통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업은행 우수 청년인턴 등

분야별 별도우대: 유관 근무경력, 어학성적우수자 등

우대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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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고졸인재(금융영업, 디지털) 근무지 서울 본점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9,143천원(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1월

2 서류심사 서류검증, 서류등급평가 2020년 11~1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0년 12월

4 실기시험 토론면접, 실무면접 2021년 1월

5 면접시험 임원면접 2021년 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공통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업은행 우수 청년인턴 등

분야별 별도우대 : 내신등급 우수 및 학교장 추전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일반, 디지털 근무지 서울 본점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250명 계약기간
2021년 1월 ~ 3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0년 11월 ~ 12월

서류심사: 2020년 12월

실기시험: 2021년 1월

채용예정: 2021년 1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95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0 미정 미정 0 0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기 관 장 이인호● 743.2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1588-388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무역보험을 전담･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 위험을 

담보하여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인, 국제인, 혁신인, 윤리인

모집분야 조사･인수 등 근무지 서울(본사) 및 국내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327천원 수준(ALIO 기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비계량), 외국어능력(계량) 미정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 직무능력논술, 영어 미정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남성)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외국어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이수자, 공사 주최 대학(원)생 무역보험 논문 공모전 우수 이상 입상자 등

우대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모집분야별 직무 유관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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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보안, 미화, 사무지원 등 근무지 서울(본사) 및 국내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모집분야별 상이(채용공고 참조)

[시간제] 모집분야별 상이(채용공고 참조) -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비계량)

직무관련 경력사항 또는 외국어능력(계량)
미정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사무지원 분야만 실시), 인성검사(적부심사) 미정

4 면접전형 실무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남성)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외국어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시간제 분야만 해당), 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지원직(정규직)_확인 전환 제외자 등

기타 ※ 상기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무역보험 업무지원 근무지 서울(본사) 및 국내지사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3개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

공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든 채용전형, 연수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등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상·하반기

서류전형: 2021년 상·하반기

면접전형: 2021년 상·하반기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2021년 상·하반기

※ 상반기 및 하반기 2회 채용 예정

※ 상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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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3 0 0 0 0 0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기 관 장 이영민● 14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5층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156-2001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되어 선순

환 벤처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창의성과 협력을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선도하는 인재 

모집분야 투자출자 근무지 서울시(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창업경력자, 당사 청년인턴, 벤처캐피탈 근무 경력자(벤처캐피탈 인턴 불인정)

우대자격증: 공인회계사(KICPA), 변호사

기타

[외국어] TOEIC 760점, New TEPS 372점, TOEFL(IBT) 81점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지원 근무지 서울시(본사)

모집인원 약 4명 계약기간
채용 후 5개월 내외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공인어학점수 보유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6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면접전형: 2021년 8월

채용예정: 2021년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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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기 관 장 이동걸● 3,314명임 직 원 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787-40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혁신 창업ㆍ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래산업,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영업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금융 외연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및 사회ㆍ환경금융 확

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상 | < KDB WAY >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계산된 도전을 하자. 외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길을 찾는다.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자.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한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자.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일하자. 현장에서 답을 찾자. 책임을 완수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는다. 디지털 마인드를 갖자.

모집분야 은행일반, 디지털·기술 근무지 본점(서울), KDB Digital Square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5,100만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 입행 후 계획 등 입행지원서 평가

3 필기전형 직무지식시험, 일반시사논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 면접전형 1차면접, 2차면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 상기 채용전형 관련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입행지원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입행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방인재, 산업은행 인턴 경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

기타 어학성적 충족여부 평가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 상기 채용전형 관련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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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은행일반 근무지 본점(서울), KDB Digital Square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00만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최종학력 기준)

- 상업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포함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 입행 후 계획 등, 입행지원서 평가

3 필기전형 직무지식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 면접전형 1차면접, 2차면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 상기 채용전형 관련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입행지원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입행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산업은행 인턴 경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

기타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교복을 제외한 자유복 착용

직무내용 업무지원 근무지 본점(서울), KDB Digital Square 및 전국 영업점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아래 기준 적용(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가능한 자(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산업은행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산업은행 인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 입행지원서 평가

면접전형: 직무능력면접, 심층토론면접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 상기 채용전형 관련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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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21년 채용인원 미정 1 0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기 관 장 방문규● 1,17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3779-611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1976년 7월 설립되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

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인재상 | 수출입은행 인재상(EXIMer)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수은인,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은인, 미래와 세계에 도전하는 수은인, 최고의 전문가를 추구하는 수은인, 리더십

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수은인

모집분야 일반, 지역전문가 등 근무지 본점(서울) 및 전국 지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0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4,87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2019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NCS 역량기반 지원서 심사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10월

4 1차 면접전형 NCS 기반 직무역량평가, 영어활용능력평가(TOEIC S&W) 2021년 11월

5 2차 면접전형 조직가치적합도 평가 2021년 11월

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자격증 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당행 청년인턴 수료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배려대상

자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제2외국어 우수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당행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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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직 근무지 본점(서울) 및 전국 지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기준)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2021년 2월)로서, 내신등급 2.0등급 이내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별 추천인원 1명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필기전형 NCS 직업성격검사, NCS 직무능력검사, 자기소개서 평가 등

3 면접전형 조직가치적합도 및 직무역량 등 평가

4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등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자격증 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소지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 일반행정 등 근무지
본점(서울) 및 전국 지점

* 지점부문 지원시에만 해당

모집인원 100명 내외 계약기간
2021년 3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만 34세 이하인 자 등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필기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DCF 인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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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기 관 장 이명호● 749명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1577-6600대 표 전 화● 2014년 11월, 부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합니다.

인재상 |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인,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인, 창의적사고로 혁신하는 도전인, 고객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서비스인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미정

모집인원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170천원 수준(Alio 공시)

제출서류 미정

우대사항 미정

기타 미정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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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7 0 9 0 7 0

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기 관 장 문성유● 1,72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051-794-3115대 표 전 화● 2014년 12월, 부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사는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외환위기 및 글로벌금융위기 등 위기극복의 최일선에게 가계‧기업‧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국가경제안전판으로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캠코人 

모집분야 금융일반, 건축, 전산 등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1명, 경력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721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8월

4 면접전형

1차면접(직무역량면접) 2021년 9월

2차면접(임원면접) 2021년 1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1월

※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세부 사항 변경 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전산 직렬의 경우 전산 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문자격 증명서,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증명서

※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을 제외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문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포함)

기타
어학성적: 제한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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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직무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4,35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심층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9월

※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세부 사항 변경 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을 제외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어학성적: 제한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금융일반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335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대학 재학생 중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및 수료자)는 지원 불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6급 고졸전형), 인성검사 2021년 8월

4 면접전형

1차면접(직무역량면접) 2021년 9월

2차면접(임원면접) 2021년 1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1월

※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세부 사항 변경 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증명서

※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을 제외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문자격증 소지자,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포함)

기타
어학성적: 제한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약 100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일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12월       

서류전형: 2021년 1~12월

면접시험: 2021년 1~12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1년 1~12월  

※ 체험형 인턴은 연중 수시 모집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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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기 관 장 이정우● 513명 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99-2000대 표 전 화● 2015년 11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 이래 재단은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일반행정 등) 근무지 대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00명(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567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적부심사) 2021년 00월(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00월(미정)

4 실무면접전형 토론면접, PT면접 2021년 00월(미정)

5 심층면접전형 인성면접 2021년 00월(미정)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00월(미정)

※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공고 시 확인 요망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외국어] TOEIC 800점, New TEPS 348점, TOEFL(IBT) 9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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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일반행정 등) 근무지 대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0명(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08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적부심사) 2021년 00월(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00월(미정)

4 실무면접전형 토론면접, PT면접 2021년 00월(미정)

5 심층면접전형 인성면접 2021년 00월(미정)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00월(미정)

※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채용 공고 시 확인 요망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심층면접전형 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대구(본사) 및 서울사무소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하반기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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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7 0 0 0 0 0

한국재정정보원 www.kpfis.or.kr

기 관 장 김재훈● 25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5가 537) 메트로타워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6908-864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디지털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인재상 | 기술과 제도 융합의 프로, 新가치창출의 리더,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

모집분야
행정(인사·노무, 재무·회계), 전산(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 정보보안)

연구(데이터 구축·운영, 데이터분석), 행정지원
근무지 서울(본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2명, 경력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40,738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정량,정성,연구실적평가 2021년 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2월

4 면접전형 토론/PT/세미나면접, 종합역량면접 2021년 2월

5 신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등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일반직, 운영직)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수상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연구직) 최종학위논문, 대표연구성과, 연구수행경력/연구참여경력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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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국가결산 보조업무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약 12명 계약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0월

서류전형: 2021년 10월

면접전형: 2021년 11월

채용예정: 2021년 12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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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4 0 0 0 6 0

한국조폐공사 www.komsco.com

기 관 장 조용만● 1,279명임 직 원 수●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1577-4321대 표 전 화● 1973년 4월, 대전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해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공급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51년 10월 설립되어 화폐, 여권, 특수압인물, 은행

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특수용지, 카드제품,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기기 및 금속공예품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정도와 책임, 소통과 협력, 열정과 도전 

모집분야 일반행정직, 기술직, 연구, 전문직 등 근무지
대전(본사,ID본부,기술연구원), 경북 경산(화폐본부), 충남 부여(제지본부)

서울(영업개발처)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363천원 수준(일부성과급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전형요소별 점수,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상기일정은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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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기술직 등 근무지
대전(본사,ID본부,기술연구원), 경북 경산(화폐본부), 충남 부여(제지본부), 

서울(영업개발처)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988천원 수준(일부 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및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 2021년 1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1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등급 확인서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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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0명 내외 0 12명 내외 0 2명 내외 0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기 관 장 이정환● 95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1688-8114대 표 전 화● 2014년, 부산광역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출범한 공기업입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

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모집분야 일반행정, 전산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소재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60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000천원(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동기, 직무능력, 공사 이해도, 고객지향 마인드 등 2021년 6월

3 필기전형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보유 정도 등 2021년 6월

4 면접전형
1차 면접: PT면접, 심층면접, 상황면접

2차 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및 공사 인재상 부합도 검증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경험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각종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공사 우수인턴 등

우대 전문자격증: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CFA 등

기타
2021년 채용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형절차 등은 2020년 채용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퇴직 등 2021년 중 결원 발생 규모에 따라 채용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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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관리, 주택연금상담 등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소재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12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000천원 수준(성과급 및 수당 등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동기, 직무능력 등 2021년 4월

3 필기전형 금융경영경제상식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등 공사 인재상 부합도 검증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5월

※ 필기전형은 사무관리 모집분야에 한하여 실시

※ 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는 하반기 추가 채용 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경험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각종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2021년 채용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형절차 등은 2020년 채용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퇴직 등 2021년 중 결원 발생 규모에 따라 채용 규모 및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소재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2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2022년 2월 졸업)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적부심사)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금융경영경제상식 2021년 6월

4 면접전형
1차(실무면접): PT면접, 심층면접, 상황면접

2차 임원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및 공사 인재상 부합도 검증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학교장 추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경험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각종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수도권지역인재

기타
2021년 채용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형절차 등은 2020년 채용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퇴직 등 2021년 중 결원 발생 규모에 따라 채용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공사 주요사업 및 소속부점 사무 보조 등 근무지 부산 본사 및 전국 소재 지사

모집인원 약 280명 이내(상․하반기 각 140명) 계약기간
상반기: 2021년 3월 ~ 6월, 하반기: 2021년 9월 ~ 12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법에서 정한 청년(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상반기 2021년 2월, 하반기 2021년 7월

서류전형: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8월

면접전형: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8월

채용예정: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9월

기타 2021년 채용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형절차 등은 2020년 채용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113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www.kic.kr

기 관 장 최희남● 30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7-19층 한국투자공사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179-1000대 표 전 화● 미정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금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부의 장기 구매력을 보존하고 증대하기 위해 2005년 설립

인재상 | Professionalism, Integrity, Loyalty, Accountability, Respect 

모집분야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132천원 수준(성과급, 수당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실무 면접, 임원 면접 2021년 11월 ~ 12월

4 면접전형 경력 적합성 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기타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 필요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0 0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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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금융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사무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 수준(성과급, 수당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면접전형 임원, 부서장 면접 2021년 7월

4 경력확인 경력사실 확인 2021년 8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에 대한 사실 확인만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7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공고 시작일 기준 만 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 적용

 학력·성별·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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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116

118

120

122

123

125

127

129

131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농림수산
환경

한 눈에 보는
2021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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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ww.lhca.or.kr

기 관 장 정석찬●

주 소● 044-5500-5543대 표 전 화●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기관소개 |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
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 소독 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산하 비영리 공공기관

인재상 |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방역·축산전문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43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5년 9월, 세종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경영, 회계, 법률), 사업관리(방역, 위생, 검역) 근무지 세종(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8명(신입/경력무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7,18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상황면접, 실무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신규직원 임용일
    1명(임금피크제 별도정원): 2020년 5월 1일
    7명(임금피크제 별도정원 및 증원인력): 2020년 7월 1일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625점, New TEPS 280점, TOEFL(IBT) 58점, G-TELP 50(LEVEL 2) 이상, FLEX 520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국어] 국어능력 3급 이상, KBS한국어 능력 2-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상기 우대사항 및 기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1,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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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안전직, 청사관리직 근무지 세종(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33명(신입/경력무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7,18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상황면접, 실무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020년 5월 1일 임용 예정

※ 2020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 4명에 대한 채용인원은 7월 1일 임용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우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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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www.knps.or.kr

기 관 장 권경업● 임 직 원 수●

주 소● 033-769-9300대 표 전 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국립공원공단)

기관소개 |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 역사·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
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

인재상 |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5 0 123 0 7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7년 4월, 원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공원행정, 레인저, 자원조사, 공원기술, 재난안전, 특정연구 근무지 본사(원주) 및 전국 사무소(연구원, 탐방원, 사무국 포함)

모집인원
[전일제] 4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21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자격증 및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7월

4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 면접 2021년 5~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자격증,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국지역, 북부지역)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1,35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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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행정지원직, 현장지원직 근무지 본사(원주) 및 전국 사무소(연구원, 탐방원, 사무국 포함)

모집인원
[전일제] 123명(행정지원직106명, 현장지원직1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5,5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수시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수시

3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수시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수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인정 자격증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모집분야 공원행정, 레인저 근무지 전국 사무소(연구원, 탐방원, 사무국)

모집인원
[전일제]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졸업예정자로서 수습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5~7월

4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 2021년 5~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자격증,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국지역, 북부지역)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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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www.nie.re.kr

기 관 장 박용목●

주 소● 041-950-5300대 표 전 화●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기관소개 |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고

품격 생태연구·전시·교육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생태연구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다양

한 체험과 배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재상 | 탐구형 인재, 통섭형 인재, 배려형 인재, 선비형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48 2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관리직 및 연구직 근무지 서천(본원) 및 영양, 창녕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086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일반상식+전공) 2021년 4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연구직) 및 경헙 면접(관리직) 2021년 5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논문실적·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인턴 경력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우대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61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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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관리전문직, 연구전문직, 운영직(시설, 청소, 경비, 안내) 근무지 서천(본원) 및 영양, 창녕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8명

[시간제] 신입 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698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일반상식+전공) 2021년 5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연구직) 및 경헙면접(관리직) 2021년 6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논문실적·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인턴 경력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우대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연구보조 근무지 서천(본원) 및 영양, 창녕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7월

서류전형: 2021년 8월

면접전형: 2021년 8월

채용예정: 2021년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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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

기 관 장 정석찬●

주 소● 044-861-8888대 표 전 화●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소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인재상 | 농정원의 인재상은 열정인 전문인, 창조인을 지향합니다.

(열정인) 농식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성과를 창출하며, 스스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기계발적 인재

(전문인) 농식품 지식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배려함으로써 모두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재

(창조인) 정보화 역량, 지식화 역량,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갖춘 인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9월, 세종지 방 이 전●

임 직 원 수● 16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3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사무(농업교육, 홍보, 정보화, 국제 등), 전기·기계 등 근무지 세종(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 경력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30,08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8~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약술형 논술) 및 인성검사 등 2021년 9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토론면접(필요시) 2021년 9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0월

  (2차 채용은 5월 이후 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전기‧기계 관련 자격증, 한

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기타
[외국어] 국제통상협력처 신입‧경력 채용에 한하며, 기준 등은 해당 채용공고에 따름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세종(본사) 및 서울(분원)

모집인원 약 12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5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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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fact.or.kr/

기 관 장 박철웅● 임 직 원 수●

주 소● 063-919-1000대 표 전 화●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송학동 381)

기관소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근거: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 동법 시행령 제18조(종자·종묘 생산 공급 및 농자재·농식품 분석 검정).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농생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물론 농업인, 대학

과 민간기업, 지자체가 개발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국민행복 창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추고 실용화를 추구하는 사람(실용인,전문인,창의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3 0 6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7년 7월, 익산지 방 이 전●

모집분야 기획운영, 기술사업, 스마트팜사업, 글로벌사업, 종자사업 등 근무지 전북 익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858 ~ 36,548천원 수준(성과급, 직무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

 * 개인식별, 법적가점(장애, 보훈), 지원동기(자기소개서) 등

 *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 여부 등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 2021년 7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 직무분야에 대한 PT발표평가 및 심층 구술면접 진행

최종면접 * 인성, 자질, 업무추진 역량에 대한 종합면접 진행
2021년 7월

5 임용등록 및 전력조회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및 제출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반영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최소화: 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식별 사항, 법적가점(장애, 보훈) 및 우대사항(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 지원동기(자기

소개서에 교육, 경험, 경력, 자격 등 내용 포함)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단계에서 제출

우대사항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채용형, 체험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기관의 인턴 경험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받는 기관의 인턴 경험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앙부처 및 시·도 등 행정기관에서 모집하여 근무한 청년인턴은 해당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3급 동일하게 우대)

기타
신규 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응시분야 직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상기 채용분야,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3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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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홍보사업, 벤처창업, 기후변화대응, 종자/종묘사업, 융복합기자재검정 등 근무지 전북 익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1,870 ~ 25,370천원 수준(성과급, 직능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

 * 개인식별, 법적가점(장애, 보훈), 지원동기(자기소개서) 등

 *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 여부 등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7월

4 면접전형 최종면접 * 인성, 자질, 직무능력 및 업무추진 역량에 대한 종합면접 진행 2021년 7월

5 임용등록 및 전력조회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및 제출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반영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최소화: 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식별 사항, 법적가점(장애, 보훈) 및 우대사항(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 지원동기(자기

소개서에 교육, 경험, 경력, 자격 등 내용 포함)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단계에서 제출

우대사항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채용형, 체험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기관의 인턴 경험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받는 기관의 인턴 경험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앙부처 및 시·도 등 행정기관에서 모집하여 근무한 청년인턴은 해당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3급 동일하게 우대)

기타
신규 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응시분야 직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상기 채용분야,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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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www.ekape.or.kr

기 관 장 장승진●

주 소● 044-410-7000대 표 전 화●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기관소개 | 1989년 설립된 이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이력제, 유통정보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최고지향 전문가, 실천하는 행동가, 열린 마음 소통가, 도전하는 열정가, 배려하는 KAPE人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1 2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8월, 세종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축산물품질평가직(10명 내외), 행정직(1~3명 내외), 기타(미정) 근무지 전국, 세종(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500천원 수준(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및 우대사항 가점 확인, 자기소개서(100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적부심사),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2021년 4월

4 면접전형 1차: 상황·경험면접(100점) 2차: 모집분야에 따라 실시 2021년 4~5월

5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5월

※ 축산물품질평가직 필기전형 평가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 평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3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행정직의 경우 분야별 시험과목 상이

**축산학개론(25문항), 식육학(25문항), 식품관련미생물학(25문항)

제출서류

1. 원서접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서류합격자 

(공통)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인턴 수료자,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대학생가치드림) 입상자 등

우대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등

기타

[외국어 자격기준] TOEIC 630점, New TEPS 268점, TOEFL(IBT) 70점, JPT 630점, 新HSK 5급 180점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가점사항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44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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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 시간선택제 사무보조(국가유공자), 시간선택제 사무보조 상담 근무지 세종(본사), 광주전남지원(지사), 대전충남지원(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1명

[시간제] 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6,000천원 수준(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성과급 별도)

[시간제] 1. 시간선택제 사무보조(국가유공자) 약 15,500천원 수준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성과급 별도)

             2. 시간선택제 사무보조 상담 약 23,600천원 수준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성과급 별도)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상황·경험면접 2021년 4~5월

5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5월

※ 필기전형 평가기준: 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1. 원서접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서류합격자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응시자격 증빙서류(국가유공자)

우대사항
장애인, 고졸자

우대자격증: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워드프로세스(단일등급 또는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중 1개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가점사항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보조 근무지 세종(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16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1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4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5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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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www.mireco.or.kr

기 관 장 이청룡● 임 직 원 수●

주 소● 033-902-6700대 표 전 화●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관리공단

기관소개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진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한국형 사업모델로 해외 녹색시장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사

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인재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철저한 문제의식을 지닌 인재, 공적 책임감으로 소통하는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22 2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8월, 원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행정, 광해조사복원(지질·자원, 토목·환경, 분석) 근무지 원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6,00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31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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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 공무직(경비, 미화, 시설관리) 근무지 원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2명

[시간제] 신입 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21,869천원부터(성과급 별도) *직무등급에 따라 다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적성검사(온라인)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1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모집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차이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경영일반지원, 광해조사복원(업무지원) 근무지 원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8명 내외 계약기간 2021년 7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필기전형(온라인인적성검사):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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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기 관 장 이병호● 임 직 원 수●

주 소● 061-931-1232대 표 전 화●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기관소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농림축산 정책 관련 업무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공간의 격차완화를 위해 
1967년 설립되어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
내 유일의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인재상 | 전문인, 도전인, 소통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0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4년 9월, 전남 광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행정 등 근무지 나주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및 경력직 4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3,84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직무능력면접 역량면접(실무) * 경력직은 직무상황면접 병행, 회화면접 2021년 11월

5 경영진면접 임원면접 2021년 12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관련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등

기타
[외국어] 토익 600∼850점(TEPS 482∼700점, New TEPS 258∼386점, TOEFL(IBT) 68∼99점, JPT 600∼850점, HSK 4급 210점∼5급 255점 등)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866명
※ ALIO 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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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등 근무지 나주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0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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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기 관 장 김인식● 임 직 원 수●

주 소● 061-338-5114대 표 전 화●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기관소개 | • 임무 :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
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비전 :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 핵심가치 : 고객지향, 열린 사고, 안전, 신뢰, 사명감

인재상 | 전문성, 고객감동, 소통능력, 혁신성을 갖추고, 농어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44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5년 10월, 전남 나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근무지 나주(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4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5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등 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면접, 직업기초능력 면접 2021년 12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자격사항 등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응시자격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TOEIC기준 600점 이상

[자 격]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분야 응시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6,78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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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www.komount.kr

기 관 장 손중호●

주 소● 042-620-6300대 표 전 화●대전 대덕구 신상로67(비래동)

기관소개 | 산림청에서 2008년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 주요사업으로 전국 14개 숲길 운영·관리, 등산·트레킹 조사와 연구, 국립산악박물관·국립등산
학교 운영, 등산·트레킹 체험, 숲길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재상 | 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며, 공익적 가치 개발에 적극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1년 4월, 대전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경영, 회계, 법률), 박물관 운영, 감사업무 근무지 대전(본사) 및 속초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46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2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2월

※ 2·3차 채용은 4월과 7월 등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 예정

제출서류 -

우대사항 -

기타 -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5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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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대전(본사)

모집인원 약 1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8월 초순

서류전형: 2021년 8월 중순

면접전형: 2021년 8월 중순

채용예정: 2021년 8월 말경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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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 www.kra.co.kr

기 관 장 김낙순●

주 소● 1566-3333대 표 전 화●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기관소개 | 한국마사회는 1949년 9월 29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말산업 및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마사

회는 경마·발매 및 승마 등 분야에서 고객의 가치창출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마의 시행,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보급, 농어촌과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등입

니다.

인재상 | (도전하는 전문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가진 자기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소통하는 협력인) 구성원·고객·이해관계자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로 동료와 협업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재

             (공정한 책임인)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태도로 주인의식을 갖고 담당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0 미정 0 미정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행정·재경·법무), 축산, 전산, 시설, 수의, 승마, 방송 등 근무지 경기(과천), 부산, 제주 등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18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정

4 면접전형 인성검사(적부판단), 실무면접, 임원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승마·방송 등 일부 모집분야는 면접전형 시 별도 실기시험 병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기타
어학성적 관련 응시자격 요건 제한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3157.6명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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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안전, 보건관리, 응급구조, 소방안전관리, 재활승마, 마필관리 등 근무지 경기(과천), 부산, 제주 등

모집인원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218천원 수준(직무평균,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서면심사 미정

3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역량, 발전 가능성 등 평가 미정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 응급구조 직무의 경우 필기전형 별도 시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 교육·자격·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증명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

기타
기관 내 인력수요 발생 시 모집분야별 수시채용 시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전임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사무·기술), 말산업전문 등 근무지 경기(과천), 부산, 제주 등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공고시작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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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www.fowi.or.kr

기 관 장 이창재●

주 소● 042-719-4000대 표 전 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 209호

기관소개 |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인재상 | Frontier(도전성), Ownership(주인의식), With(소통), Innovation(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4 미정 9 0 2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일반행정,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근무지 대전(본사) 및 소속기관(영주, 횡성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약 00명, 경력 약 00명 ※ 구체적 채용인원 미정

[시간제] 신입 약 00명 ※ 구체적 채용인원 미정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5급 초임 34,712천원(성과급 포함)

 * 단 경영평가 성과급 미포함 * 알리오 공시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4월

5 결격사유 및 신원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6 최종 임용 근무지 통보 및 임용 2021년 5월

※ 2차 채용 시 7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4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5 최종 임용 근무지 통보 및 임용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증빙서류

기타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자녀,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등급 보유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432.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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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시설관리 근무지 대전(본사) 및 소속기관(영주, 횡성 등)

모집인원
[전일제] 약 00명 ※ 구체적 채용인원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21,543천원(2020년 기준) * 단 내부평가, 경영평가 성과급 미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시험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시험 경험면접 2021년 4월

5 결격사유 및 신원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6 최종 임용 근무지 통보 및 임용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기타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자녀,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등급 보유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모집분야 일반행정, 산림교육, 시설관리 근무지 대전(본사) 및 소속기관(영주, 횡성 등)

모집인원
[전일제] 약 00명 ※ 구체적 채용인원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6급 초임 28,479천원(성과급 포함)

 * 단 경영평가 성과급 미포함 * 알리오 공시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인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 중인 자 지원 가능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대학 재학생 중 별도 수업 수강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 포함) 지원불가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대졸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는 등)이 발견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시험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시험 경험면접 2021년 4월

5 결격사유 및 신원 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6 최종 임용 근무지 통보 및 임용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증빙서류

기타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자녀,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등급 보유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산림교육, 산림치유 근무지 대전(본사) 및 소속기관(영주, 횡성 등)

모집인원 약 00명 ※ 구체적 채용인원 미정 계약기간
2021년 5월 ~ 10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학·휴학생 및 졸업자(전문학사 포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근거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인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군필자에 한하여 상한 연장(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2년 이상: 3년)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4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면접시험: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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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www.fira.or.kr

기 관 장 신현석● 임 직 원 수●

주 소● 051-742-3391대 표 전 화●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기관소개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 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 자원 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다숲 조성과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자원조성 기술개발, 수산자원관리를 위
한 TAC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성, 공공성, 고객지향성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1 0 14 3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감사실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일반행정, 일반행정(기록물관

리전문요원), 일반행정(장애인), 재무회계(국가유공자), 자원·조성관리,

산업·안전

근무지
본사(부산), 동해본부(포항) 서해본부(군산), 남해본부(여수), 제주본부(제

주) 및 생명자원센터(양양, 울진, 부안, 완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7명, 경력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81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00월(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00월(미정)

4 면접전형 발표 및 실무면접 2021년 00월(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00월(미정)

※ 2차 채용은 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28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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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일반행정(장애인), 자원조성·관리, 수산자원조사원 근무지
본사(부산), 동해본부(포항) 서해본부(군산), 남해본부(여수), 제주본부(제

주) 및 생명자원센터(양양, 울진, 부안, 완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4명

[시간제] 신입 3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6,173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약 21,765천원 수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면접전형 발표 및 실무면접, 인성검사 2021년 2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지원, 행정지원(장애인) 근무지
본사(부산), 동해본부(포항) 서해본부(군산), 남해본부(여수), 제주본부(제

주) 및 생명자원센터(양양, 울진, 부안, 완도)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5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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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기술원, 공사관리원 * 세부채용 분야 미정 근무지 본사(인천) 및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5,449천원(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공통자격, 전문자격, 어학사항 등 계량평가 및 입사지원서 검증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적부심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PT)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공통자격, 전문자격, 어학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 여성), 공단 체험형 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직 8급(사무·기술·운영) * 세부채용 분야 미정 근무지 본사(인천) 및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875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공통자격, 전문자격, 어학사항 등 계량평가 및 입사지원서 검증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적부심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PT)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공통자격, 전문자격, 어학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본사(인천) 및 전국

모집인원 약 171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6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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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기 관 장 유제철● 임 직 원 수●

주 소● 02-2284-1000대 표 전 화●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15

기관소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환경기술 개발부터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 환경보건·안전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환경미래 신성장동력을 갖춘 참여주도형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2 0 9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환경기술, 환경산업, 친환경생활, 환경보건·안전 등 근무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882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AI사전면접(참고용), 1차면접, 2차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서류제출 건강검진, 합격자 서류 검증 2021년 5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졸업학사 학력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학교 출신),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TOEFL(IBT) 79점, New TEPS 300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58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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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환경기술, 환경산업, 친환경생활, 환경보건·안전 등 근무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46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AI사전면접(참고용), 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서류제출 건강검진, 합격자 서류 검증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졸업학사 학력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학교 출신),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TOEFL(IBT) 79점, New TEPS 300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환경기술, 환경산업, 친환경생활, 환경보건·안전 등 근무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1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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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기 관 장 조승환●

주 소● 02-3460-4000대 표 전 화●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기관소개 |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1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기술인증, 기술평가, R&D사업관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신입 1명(주 20시간)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000천원(성과급 포함) ※ 개인별 경력에 따라 연봉산정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 ~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자기소개서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 ~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자기소개서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주 20시간 근무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 능력, 근무경험,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에 한함)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9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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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지원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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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www.koem.or.kr

기 관 장 박승기●

주 소● 02-3498-8500대 표 전 화●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기관소개 |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해양오염방제,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입니다.

인재상 | 전문인, 소명인, 창조인, 청렴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0 0 5 4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해양환경, 회계, 토목, 건축, 정보화, 선박항해, 선박기관 등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 소속기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9명, 경력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221천원 수준 ※ 일반직 6급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적격여부 심사 및 입사지원서 평가 등 2021년 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2021년 1월

4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온라인 AI면접, 대면면접, 토론면접) 2021년 2월

5 합격자 발표 증빙서류 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2021년 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이용활동 동의서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채용전형 실시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66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147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농림수산환경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경비, 시설관리, 청소미화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 소속기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

[시간제] 신입 4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5,507천원 수준 ※ 경비분야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적격여부 심사 및 입사지원서 평가 등 2021년 1월

3 필기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온라인 인성검사, 대면면접)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증빙서류 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2021년 2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이용활동 동의서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채용전형 실시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지원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 소속기관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7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및 전공 무관

※ 상기 지원 자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148

(주)강원랜드

국립해양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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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71

173

175

문화예술
외교법무

한 눈에 보는
2021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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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45 0 0 0 0 0

기 관 장 문태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1588-7789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사무(경영, 회계, 법률)

카지노부문(카지노딜러 등) / 리조트부문(식음서비스 등)
강원도 정선군

[전일제] 신입 14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9,88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 모집부문별 필수 자격요건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폐광지역 지역주민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상황 안정 시 2021년 상반기 일괄 채용 예정 

(지원 자격) 연령, 학력 제한 없음(단, 강원랜드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평가,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정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기관소개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운영

인재상 | 동료, 일 그리고 고객과 사회의 관계 속 최고를 지향하며 전문가로 성장

㈜강원랜드 kangwonland.high1.com

임 직 원 수● 3,75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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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근무지직무내용 사무행정, 카지노딜러 등 강원도 정선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계약기간 미정미정모집인원

지원자격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상황 안정 시 채용 예정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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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 0 5 0 0 0

기 관 장 김태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해양로 301번길 45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51-309-19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기록물, 학예, 사서 부산(영도구 동삼동)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1,828천원 수준(직무급, 성과급 등 미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구조화 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기관소개 |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인재상 | 창의적인 인재, 역동적인 인재, 가치창조적인 인재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

임 직 원 수● 6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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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

모집인원

행정직, 학예직, 사서직 부산(영도구 동삼동)

[전일제] 신입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2,539천원 수준(직무급, 성과급 등 미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분야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구조화 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관리직(업무지원), 전문직(업무지원) 부산(영도구 동삼동)

5개월약 5명

성별, 연령, 학력, 제공 제한 없음

미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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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www.arirang.com

기 관 장 이승열● 240명임 직 원 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타워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3475-50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인재상 | 국가홍보 방송인으로 자긍심을 가진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약 6명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방송제작(기자, PD), 정보화(전산), 안전관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미정), 경력 2명(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1,02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정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종합면접 미정

제출서류 (공통) NCS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모두 예정사항으로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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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방송제작, 경영관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모두 예정사항으로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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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4 0 0 0

그랜드코리아레저㈜ www.grandkorea.com

기 관 장 유태열● 1,79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주 소●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02-6421-60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딜러 및 일반직 서울, 부산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2,77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경력·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GKL 청년인턴 수료자

기타 ※상기 모집인원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기준(미달시 지원 불가)] 

신입 딜러 부문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기준

영어: TOEIC 700점, OPIc IM1, TOEIC Speaking 130점, TEPS 555점(NEW TEPS 300점)

일어: JPT 430점, JLPT N3급

중국어: HSK 4급 195점

[신입 일반직 부문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기준]

영어: TOEIC 800점, OPIc IM2, TOEIC Speaking 140점, TEPS 640점(NEW TEPS 350점)

일어: JPT 525점, JLPT N2급

중국어: HSK 5급 180점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NCS 기반 입사지원서 및 경험기술서 평가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직무면접(상황면접), 일반면접 미정

5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 확인 미정

기관소개 | GKL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GKL은 운영목적에 따라 관광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성을 갖춘 신뢰인, 상생하는 협력인, 공감받는 소통인, 고객지향 존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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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모집분야 IT 서울

[전일제] 경력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7,272천원수준 (3년 경력기준,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해당자)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경력·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GKL 청년인턴 수료자

※ 경력직 원서 접수시 필수 사항 - 해당직무 관련 소정의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상기 모집인원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NCS 기반 입사지원서 및 경력기술서 평가 미정

3 면접전형 직무면접(상황면접), 일반면접 미정

4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 확인 미정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실무업무 체험 및 교육 서울, 부산

5개월약 000명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기타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당사 청년인턴 기 경험자 지원 불가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본인) 증명서 소지자

※상기 모집인원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선발

오리엔테이션(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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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9 0 4 0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기 관 장 김진수● 743명임 직 원 수●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54-810-0132대 표 전 화● 2014년 4월, 경북 김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권리금, 보증금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

전문가에게 맡기면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하여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

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 9. 1.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경북 김천에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4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법문화교육, 준법계몽 등입니다.

인재상 | 공단은 기본에 충실하고,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공단의 미션인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

지 증진’에 부합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 근무지 김천(본사) 및 전국 지부‧출장소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9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30,436천원 수준(성과급 미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2021년 00월

3 필기전형 직무능력 필기시험 2021년 00월

4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00월

5 채용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2021년 00월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관련 자격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비수도권,이전지역)지역인재, 양성평등목표에 따른 여성, 우리 공단 직원 및 청년인턴 경력

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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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법률사무 근무지 김천(본사) 및 전국 지부‧출장소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00,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기본자격요건, 업무수행능력, 가산점 2021년 00월

3 면접전형 경험면접, 상황면접 2021년 00월

4 채용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2021년 00월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리 공단 직원 및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송무 및 행정업무 지원 근무지 전국 지부·출장소·지소

모집인원 약 13명 계약기간
2021년 1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예정: -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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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기 관 장 이기흥● 262명임 직 원 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문화센터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144-811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기관소개 | 대한체육회는 1920년 창립하여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

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의 대

표 공공기관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사무(일반행정, 체육행정), 별정직(스포츠마케팅), 전문직(시설 등) 근무지 서울 및 진천(선수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789천원 수준 ※ ALIO 19년 결산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중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중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중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중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인턴 및 계약직 경력자 등

국가대표 출신, 메달리스트, 스포츠 영웅 가족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750점, New TEPS 322점, TOEFL(IBT) 85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SPORT’한 인재를 요합니다. (직무역량) 전문적인(Speacial) 인재, (사고태도역량) 열정적

이고(Passionate), 긍정적인(Optimistic) 인재, (대인역량) 협력적이고(Relational, Cooperative), 배려하는(Thoughtful)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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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7 0 10 0 3 0

기 관 장 조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02-410-111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사무, 전산, 기술, 학예 등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등

[전일제] 신입 2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41,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공인영어성적증명서,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최종학력증명서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등

[외국어] TOEIC 750점, TOEFL-iBT 85점, TEPS 594점(New TEPS 322점), OPIc IM2, TOEIC-S 130(공인영어성적 자격요건은 일부 모집분야에 한하며, 서류전형 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분야 및 인원, 전형절차 및 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NCS 자기소개서 적부판단 2021년 8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평가 2021년 8월

4 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2021년 9월

5 면접전형 상황·구조화 면접 2021년 9월

6 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비위면직자조회, 채용 결격사유조회 등 2021년 10월

기관소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 이

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스마트혁신人, 가치창조人, 협력적소통人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임 직 원 수● 83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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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문화예술외교법무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인원

모집분야

스포츠기업지원, 조리보조 등

사무, 전산 등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등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등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0,000천원 ∼ 38,000천원 수준(직무별 상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1,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분야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우대사항

기타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경력증명서

(해당자)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공인영어성적증명서,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등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자

(지원불가) 대학 이상 졸업(예정)·유예·수료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자격증 :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등

※ 상기 모집분야 및 인원, 전형절차 및 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시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NCS 자기소개서 적부판단 수시

3 면접전형 상황·구조화 면접 수시

4 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비위면직자조회, 채용 결격사유조회 등 수시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NCS 자기소개서 적부판단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5월

4 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2021년 6월

5 면접전형 상황·구조화 면접 2021년 6월

6 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비위면직자조회, 채용 결격사유조회 등 2021년 7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 기금지원사업 보조 등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등

2021년 4월 ~ 7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약 35명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2~3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및 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 직무별 전형절차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추후 개별 채용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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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 0 0 0 0 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기 관 장 신동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1588-149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직(사무) 서울시 중구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4,92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우대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등

[외국어] TOEIC 800점, New TEPS 348점, TOEFL(IBT) 9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

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

해 시장·산업 분석과 경쟁정책 관련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 

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2월 ~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2월 ~ 4월

4 1차 면접전형 실무면접(상황면접, 경험면접) 2021년 3월 ~ 4월

5 2차 면접전형 임원면접(상황면접, 경험면접) 2021년 3월 ~ 4월

6 건강검진 및 경력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5월

임 직 원 수● 98.7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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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3 0 1 0 0 0

기 관 장 안영배●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33-738-3000대 표 전 화● 2014년 12월, 강원도 원주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한국관광진흥직(사무직) 강원도 원주(본사)

[전일제] 신입 33명 내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6,35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 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부문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 자격증 ex) IT 관련 자격증,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고졸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관광 전공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KTO 청년인턴 수료자 등

※ 상기 모집분야 및 인원, 전형절차 및 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6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 창립되어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인재상 | 열정, 혁신 정신, 소통의지, 전문가 정신을 갖춘 인재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임 직 원 수● 719명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및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심사 *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상반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공통), 직무수행능력평가(부문별 해당 과목) 2021년 상반기

4 1차 면접전형 직무 면접, 외국어 면접 * 채용부문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21년 상반기

5 2차 면접전형 개별역량 면접 2021년 상반기

※ 전형절차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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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

모집인원

업무지원직(지사행정담당) 강원지사(춘천)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3,94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분야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통) 지원분야 직무관련(TOEIC, OA) 자격증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KTO 청년인턴 수료자 등

[외국어] TOEIC 700점 이상 성적 보유자 

[OA자격증] 아래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MOS, ITQ, DIAT, E-TEST,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문서실무

사, ICDL,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엑셀통계분석사)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부심사,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증빙심사 증빙적격확인(지원자격, 우대사항 관련 증빙)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역량평가 실무면접 2021년 2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 지원 등 강원도 원주(본사) 및 국내지사

약 3 ~ 5개월 근무

※ 기간제 계약직
약 35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등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2021년 상반기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 전형절차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165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 0 1 0 0 0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기 관 장 이 근● 149명(정원 기준)임 직 원 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64-804-1000대 표 전 화● 2018년 7월, 제주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국제교류-일반)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국제교류 제주 본부 또는 부산

[전일제] 신입 7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KF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인정 경력에 따라 개인별 산정

*(ALIO) > 한국국제교류재단 > “6-2. 신입사원 초임”참조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우대가점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제주지역인재

※ (중요사항)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상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0년 상반기

3 필기전형
(1차)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2차) 국영문 논술시험
2020년 상반기

4 면접전형 경험(심층)면접 및 영어 면접 2020년 상반기

기관소개 |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공공외교 전문기관

인재상 | 창의, 청렴, 열린 사고를 갖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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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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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장애인제한경쟁채용-사무보조)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사무보조 제주 본부

[전일제] 신입 1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1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KF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인정 경력에 따라 개인별 산정

*(ALIO) > 한국국제교류재단 > “6-2. 신입사원 초임”참조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KF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인정 경력에 따라 개인별 산정

*(ALIO) > 한국국제교류재단 > “6-2. 신입사원 초임”참조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등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제주지역인재

※ (중요사항)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상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0년 상반기

3 면접전형 경험(심층)면접 2020년 상반기

②무기계약직 (장애인제한경쟁채용-청사관리)

근무지모집분야 청사관리 제주 본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등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제주지역인재

※ (중요사항)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상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2020년 상반기

3 면접전형 경험(심층)면접 2020년 상반기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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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5 0 5 0 3 0

기 관 장 손혁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88-043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개발협력일반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성남), 국내사무소(부산), 글로벌인재교육원(양재, 영월)

해외사무소(아시아 등 44개소)

[전일제] 신입 2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7,19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어학성적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ODA자격증, PRINCE 자격증, 제2외국어 자격증(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직무분야 전문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

KOICA 직접 및 위탁 시행 파견 봉사단 경험자, KOICA 근무경력자

[공통 자격요건 ] TOEIC 830점, New TEPS 371점, TOEFL(IBT) 96점 이상 택1

※ 상기 모집일정, 채용전형, 전형일정, 모집인원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별협력 프로젝트, 글로벌연수, 봉사단파견, 인도적지

원, 민관협력,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인재상 |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임 직 원 수● 58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KOICA인, 차이·다양성을 존중하는 KOICA인,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KOICA인, 높
은 도덕성·책임성을 실천하는 KOICA인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어, 논술,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실무면접, 영어면접, 임원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 상세 채용전형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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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인원

모집분야

재무회계, 법규, 다자협력, 데이터품질, 조리

경영지원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성남), 국내사무소(부산), 글로벌인재교육원(양재, 영월) 해외사무소 (아시아 등 44개소)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성남), 국내사무소(부산), 글로벌인재교육원(양재, 영월) 해외사무소 (아시아 등 44개소)

[전일제]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5,833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5,32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분야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우대사항

기타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 지원 자격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우대자격증: 제2외국어 자격증(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ODA자격증, PRINCE 자격증, 공인영어어학성적, 제2외국어 자격증(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직무분야 전문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 

KOICA 직접 및 위탁 시행 파견 봉사단 경험자, KOICA 근무경력자

모집분야별 별도 자격요건(경력, 교육 등) 설정 예정 ※ 상기 모집일정, 채용전형, 전형일정, 모집인원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분야, 모집인원, 채용전형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5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원서접수: 2021년 8월
  서류전형: 2021년 9~10월
  면접전형: 2021년 10~11월
  채용예정: 2021년 12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 KOICA 해외사무소

상반기 2021년 6월 ~ 2022년 6월

하반기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약 200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TOEIC 730점 이상

KOICA해외사무소/재외공관 YP로 활동한 적이 없었던 자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영어면접, 임원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 상세 채용전형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8월

※ 상세 채용전형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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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8 0 0 0 0 0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기 관 장 이희숙● 54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3-880-5500대 표 전 화● 2014년 9월, 충북 음성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직, 연구직, 시험연구직 음성(본원) 및 지방지원(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일제] 신입 23명,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7,904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이전지역인재,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1·2급), 우리원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등

[외국어] TOEIC, TEPS, TOEFL(IBT), TOEIC Speaking, OPIc 등(공인외국어점수의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이라는 비전과 ‘도전, 전문,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을 추진하는 소비자전문기관입니다. 국정과제와 국가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등에 적극 부응하여 선제적 소비생활 안전 확보, 소비자 친화적 정책·거래환경 

제고,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인재상 | 봉사, 전문, 열정, 책임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최종(임원)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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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 등 음성(본원) 및 지방지원(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2021년 3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약 17명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지원 불가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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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00 0 0 0 0 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www.koelsa.or.kr

기 관 장 김영기● 1518명임 직 원 수●

경남 진주시 소호로102(충무공동 10-2)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66-1277대 표 전 화● 2016년 7월, 경남 진주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의거, 승강기안전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승강기 안전기준 및 제도 선진화, 승강기 이용자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정보 제공, 대국민 승강기 안전홍보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진

단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학습하는 인재’조직발전과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하는 인재

             ‘소통하는 인재’내·외부 고객과 소통하는 인재

             ‘미래지향적 인재’기관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인재

모집분야 기술분야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10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35,52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19년 ALIO 공시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2021년 1월 중 (예정)

1차 서류전형: 2021년  1월 말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년 1월 말 (예정)

2차 필기전형: 2021년 2월 초 (예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1년 2월 중 (예정)

3차 면접전형: 2021년 2월 중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2월 말 (예정)

임용: 2021년 3월 초 (예정)

지원자격

‘승강기기사’자격 보유자 

2021년 제1회 ‘승강기기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필기전형 응시 예정자 

‘승강기기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필기전형 합격자로서 

2021년 제1회 ‘승강기기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실기전형 응시 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용 서류

(최종 합격자) 필수 - 입사서류, 채용신체검사서 

해당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우대사항

[가산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한국사자격증 1급~3급

사회적 취약계충 우대(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기타
인턴 근무기간 동안 소정의 평가를 거쳐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단, 자격 및 전환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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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행정분야(일반 행정업무 보조) 근무지 전국

모집인원 5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전형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2021년 5월 중 (예정)

1차 서류전형: 2021년 5월 말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년 5월 말 (예정)

2차 면접전형: 2021년 6월 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6월 중 (예정)

임용: 2021년 7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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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0 0 4 0 0 0

기 관 장 임원선●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공사, 1/5층)

주 소● 055-792-0000대 표 전 화● 2015년 7월, 경남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행정, 법제연구, 정보기술 진주(본부) 및 서울사무소

[전일제] 신입 8명,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8,196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서류전형) 지역인재, 청년인턴, 전문자격증

(공통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신입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 블라인드 기반 NCS 채용 실시

※ 2차 채용은 7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기관소개 |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
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전문 기관

인재상 | 전문성, 고객지향성, 창의력과 열정을 갖춘 사람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임 직 원 수● 15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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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근무지

모집인원

일반행정, 법제연구, 정보기술 진주(본부) 및 서울사무소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8,196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모집분야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서류전형) 지역인재, 청년인턴, 전문자격증

(공통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신입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기반 NCS 채용 실시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근무지

계약기간

직무내용 사무행정지원 진주(본부) 및 서울사무소

2021년 상반기(3월~7월, 약 5개월), 하반기(8월~12월, 약 5개월)

※ 기간제 계약직
약 30명(상, 하반기 포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체험형 인턴 부문

연봉
(신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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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 0 122 0 3 0

기 관 장 김사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주 소●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02-2180-356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근무지

연봉
(신입기준)

모집분야

(단위: 명)

일반행정, 시설관리 등 서울, 경기

[전일제] 신입 6명(경력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35,077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전형절차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지원부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시 안내)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체육산업개발㈜은 '88서울올림픽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자회사로서, 30년의 시

설관리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설대관 및 공연·문화사업으

로 올림픽공원 및 경정·경륜·골프장 등을 명품문화·레저공간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인재상 | 고객지향적 인재, 자발지향적 인재, 창조지향적 인재, 조직지향적 인재

한국체육산업개발㈜ www.ksponco.or.kr

임 직 원 수● 1,46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하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하반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평가, 인성검사 2021년 하반기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종합면접 2021년 하반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하반기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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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문화예술외교법무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근무지

근무지

모집인원

모집분야

경비·미화·회원안내 등

일반행정, 시설관리 등

전 지역(주 근무지: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전일제] 신입 122명(경력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5,212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일제] 약 29,50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모집분야

모집인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자격

우대사항

우대사항

기타

기타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지원부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시 안내)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하반기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하반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하반기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종합면접 2021년 하반기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하반기

연봉
(신입기준)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연중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연중

3 면접전형 실무면접 ※ 일부 직무의 경우 실기면접 및 인성검사 시행 연중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연중

※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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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0(잠정) 0 5(잠정) 0 0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기 관 장 권평오● 1,27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600-7119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

인재상 | 글로벌, 고객·현장, 공헌·책임, 혁신·개방

모집분야 사무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지사, 해외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0명(잠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104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통상직 신입 기준)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하반기(잠정)

2 필기전형 영어성적(토익/토플/텝스), 경제논술 성적, 선택과목 성적 2021년 하반기(잠정)

3 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하반기(잠정)

4 영어회화 테스트 및 역량면접 영어회화테스트, 역량면접 2021년 하반기(잠정)

5 임원면접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측정 2021년 하반기(잠정)

제출서류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우대사항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기타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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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 시설, 경비 등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5명(잠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3,35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상반기(잠정)

2 서류심사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2021년 상반기(잠정)

3 인적성검사 및 역량면접 인적성검사, 역량면접 2021년 상반기(잠정)

제출서류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우대사항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기타 ※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직무내용 사무 근무지 서울(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00명(수시모집) 계약기간
5개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예정자(접수일 기준)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제출: 청년인턴 지원자 Pool에 포함

1차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2차 심사: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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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2 0 16 0 0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기 관 장 조봉환● 699.5명임 직 원 수●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357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인재상 | 소상공인의 행복을 위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사람

모집분야 일반행정사무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0,976천원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학교교육, 직업교육, 자격사항 등 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직무PT토론면접, 실무인성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비위면직자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공단 기간제근로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기타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적격자에 대하여 채용인원의 1∼2배수 예비순번 부여

(유의사항) 입사 후에도 공단 내부규정상 결격사유(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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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행정사무(장애인제한경쟁)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0,976천원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학교교육, 직업교육, 자격사항 등 평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인성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비위면직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공단 기간제근로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기타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적격자에 대하여 채용인원의 1∼2배수 예비순번 부여

(유의사항) 입사 후에도 공단 내부규정상 결격사유(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9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3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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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 0 0 0 1 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기 관 장 양성광● 152.125명 임 직 원 수●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2-865-88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05년 대덕특구 출범을 기점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관 간 상

호협력으로「R&D-기술사업화-재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하여 국가기술혁신과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인재상 | 직무전문성을 가진 인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대·내외 협력을 추구하는 인재, 공직자로서 투명·청

렴한 인재

모집분야 채용형 청년인턴(기술사업화 및 특구 기반구축 및 관리분야) 근무지 대전(본원)·광주·대구·부산·전북 등

모집인원
[전일제] 채용형 청년인턴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882천원 수준(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2021년 1월 21일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증,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 등 평가 2021년 1월 4주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수행능력평가·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2주

4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토의면접), 공통역량면접 2021년 2월 4주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2021년 3월 1주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차 채용(6명)은 10월 중 같은 방식으로 진행 예정

제출서류

1.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 최종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대학이상 교육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고졸이하일 경우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중인 경우 현재까지 성적증명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에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 확인)

 - (해당자)경력증명서, 채용직무 관련 교육이수, 자격증, 수상내역 등

 -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비수도권지역인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 가점부여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인력,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사회배려계층 등 동점자 발생 시 우대

기타

지원자격 : 채용공고일(2020년 12월 24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의거,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력 상한을 연장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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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보조 근무지 대전

모집인원 약 9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9월 예정

지원자격 채용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모집분야 사무직(경영지원) 근무지 대전(본원)·광주·대구·부산·전북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420천원 수준(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0월 예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증,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 등 평가 2021년 11월 예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인성검사 2021년 11월 예정

4 면접전형 직무 및 공통역량면접 통합 실시 2021년 11월 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2021년 12월 예정

제출서류

1.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 최종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해당자)경력증명서, 채용직무 관련 교육이수, 자격증, 수상내역 등

 -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된 원본)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인력,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사회배려계층 등 동점자 발생 시 우대

기타 ※ 상기 모집인원, 일정, 직무 등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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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 0 3 0 0 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기 관 장 김창용● 45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3-931-5000대 표 전 화● 2015년 6월, 충청북도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상 | ①국가관이 투철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 ② 적극적이고, 생각의 균형이 있으며, 소통이 잘되는 사람 ③ 새로운 것에 대한 학

습 의지 및 추진 의사가 있는 사람

모집분야 정보통신·SW·DC·AI·글로벌 등 사업지원, 전략 및 경영 지원 등 근무지 충청북도(본사) 및 수도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05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AI 면접전형으로 변경 가능) 2021년 6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실무 및 임원면접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 상기 전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채용 분야 관련 전공자 우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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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공무직(경비, 미화 등) 근무지 충청북도(본사) 및 수도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경력 무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3,217천원 수준(2단계 - 경비, 미화) (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면접전형 실무 및 임원면접 2021년 4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경비 및 미화 분야의 경우 필기전형 미실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모집 분야 관련 경험자 우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충청북도(본사) 및 수도권

모집인원 약 15명 계약기간

1차: 2021년 4월 ~ 8월 예정

2차: 2021년 10월 ~ 2022년 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1차

원서접수: 2021년 2~3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2차

원서접수: 2021년 8~9월

서류전형: 2021년 9~10월

면접전형: 2021년 10월

채용예정: 2021년 10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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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5 0 22 3 0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기 관 장 김학도● 1,27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055-751-9348대 표 전 화● 2014년 7월, 경남 진주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중소기업에

청년들에게 을

을,  벤처기업에 를,

와

기관소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창업·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1979년 설립 이래로 40여년간 중소벤

처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인재, 조직의 화합을 생각하는 인재,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인재

모집분야 일반행정, 정책연구, 채권관리, 투자운용, 해외사업, 혁신성장기술, IT 등 근무지 본사(진주) 및 전국, 지역본·지부, 연수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5명 내외 * 기관내부 사정으로 채용인원 변동 가능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423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계량(교육이수, 자격증), 비계량(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경력·경험기술서), 사회형평 가점 등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 인성검사, 전공 객관식(40문), 시사논술(2~3문)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토론, 개별직무역량), 임원면접(경험)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 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하반기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전역예정증명서) 등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해외사업 직무의 경우 응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TOEIC 850점, TEPS 695점(뉴텝스 382점), TOEFL-IBT 98점, OPIc IM3, TOEIC Speaking 140점, TEPS 

Speaking 61점 이상(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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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 전문직렬 근무지 본사(진주) 및 전국, 지역본·지부, 연수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2명

[시간제] 신입 3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사무 약 27,334천원, 전문 약 36,182천원 내외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계량(교육이수, 자격증), 비계량(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경력·경험기술서), 사회형평 가점 등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경험)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 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진주(본사) 및 전국 지역본·지부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7월(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3월

면접전형: 2021년 2~3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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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 0 6 0 0 0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기 관 장 김광현● 225명임 직 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4-410-15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혁신성장을 지

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재상 | ①혁신 ②신뢰기반 ③고객지향 ④소통

모집분야 일반행정, 전산, 회계 근무지 세종(본사), 대전·서울(TIPS타운)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860천원 수준(ALIO 2020년 공시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요약과제, 입사지원서 내 기재사항 평가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회계·전산), 인성검사(면접참고자료)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구술(실무)면접 2021년 3월

5 결격사유 검토 채용 결격사유 등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인성검사는 면접참고자료로만 활용(평가반영X)

※ 평가단계(서류, 필기, 면접)별 점수는 다른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요약과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경력단절, 다문화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창업 경험자(일반행정)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및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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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일반행정, 공무직(시설반장, 시설원(기계), 시설원(안전관리)) 근무지 세종(본사), 대전·서울(TIPS타운)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860천원 수준(ALIO 2020년 공시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요약과제, 입사지원서 내 기재사항 평가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회계·전산), 인성검사(면접참고자료)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구술(실무)면접 2021년 3월

5 결격사유 검토 채용 결격사유 등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인성검사는 면접참고자료로만 활용(평가반영X)

※ 평가단계(서류, 필기, 면접)별 점수는 다른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요약과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경력단절, 다문화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창업 경험자(일반행정)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및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세종(본사)

모집인원 10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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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 0 10 4 0 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

기 관 장 정한근● 516.25명임 직 원 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899-5599대 표 전 화● 2014년 2월, 나주혁신도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전파이용기회 확대, 방송통신전파진흥에 기여하는 미션을 두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기금운용(리스크관리), 경영/사업기획 근무지 나주(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경력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143천원 수준(성과연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및 서류·AI전형
AI전형(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평가

(지원서+AI전형 합산평가)
2021년 5월

2 면접전형

①신입: 집단 심층면접 -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②경력: 개별 PT면접, 과제수행 - 업무수행태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2021년 5월

3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어학점수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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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무선국검사, 사무행정 근무지 나주(본원) 및 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신입 4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143천원 수준(성과연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및 서류·AI전형
AI전형(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평가

(지원서+AI전형 합산평가)
2021년 5월

2 면접전형
집단 심층면접 진행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2021년 5월

3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어학점수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나주(본원) 및 전국

모집인원 약 2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 및 AI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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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기 관 장 공석(김초일 기획이사)● 38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3-713-8000대 표 전 화● 2010년 10월, 충북 오송지 방 이 전●

기관소개 |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진흥 전문기관

인재상 | 조직인, 도전인, 전문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5 0 14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보건산업정책개발, 보건의료R&D사업기획관리, 사업기획 관리 등 근무지 오송(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기본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여부 확인 등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30점), 직무수행능력평가(70점), 인성검사(면접참고용)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PT면접/60점) 및 인성면접(40점)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 결원 발생 시 2차 채용은 7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가산점 증빙 서류, 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졸업증명서(최종 학력 포함)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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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보건산업정책개발, 보건의료R&D사업기획관리, 사업기획 관리 등 근무지 오송(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기본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여부 확인 등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30점), 직무수행능력평가(70점), 인성검사(면접참고용)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PT면접/60점) 및 인성면접(40점)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가산점 증빙 서류, 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졸업증명서(최종 학력 포함)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사업관리 근무지 오송(본사) 

모집인원 약 14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3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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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 0 0 0 1 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기 관 장 석영철● 44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6009-3000대 표 전 화● 미정지 방 이 전●

(단위: 명)

* 일반정규직 채용 12명 내 고졸채용 1명 포함

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종합기술지원기관

인재상 | 차세대 리더, 창의형 인재, 소통형 인재, 글로벌 인재

모집분야 사업관리, 경영지원(고졸)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495천원 수준(성과상여금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2 서류전형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2021년 3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직무논술) 2021년 3분기

4 면접전형(1차, 역량면접) 경험면접, 발표면접, 토론면접 2021년 3분기

5 면접전형(2차, 최종면접) 경험면접 2021년 3분기

6 제출서류 검토 등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채용 검진 등 2021년 3분기

제출서류

(서류접수자) 입사지원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최종면접 대상)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영어성적 증명서 또는 외국대학 학위 증명서, 해당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대상) 기본증명서, 학력증명서

우대사항 사회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인재, 이공계 인재, 청년, 한국사, 우리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기타

(기본자격) TOEIC 700점, TOEIC-S 130점, OPIc IM2, TOEFL IBT 80점, TEPS 555점, New TEPS 300점 이상자

 * 어학점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인정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어학성적 자격 면제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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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경영지원(고졸)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872천원 수준(성과상여금 포함)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학위 소지자, 별도 수업 없이 졸업 가능한 자 제외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2 서류전형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2021년 3분기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분기

4 면접전형(1차, 역량면접) 경험면접, 발표면접 2021년 3분기

5 면접전형(2차, 최종면접) 경험면접 2021년 3분기

6 제출서류 검토 등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채용 검진 등 2021년 3분기

제출서류

(서류접수자) 입사지원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최종면접 대상)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학력사항 확인서, 해당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대상) 기본증명서, 학력증명서

우대사항 사회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인재, 청년, 한국사, 우리원 청년인턴 수료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업관리, 사무보조 등 근무지 서울(본원)

모집인원 약 20명 내외 계약기간 약 5개월 내외

지원자격

학력, 전공, 성별, 경력 제한 없음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지원불가) 취업이 결정된 자(현재 근무중인 자)

전형절차
및 일정

1. 원서접수: 2021년 2분기

2. 서류전형: 2021년 2분기

3. 면접전형: 2021년 2분기

4. 제출서류 검토 등: 2021년 2분기

5. 입사: 2021년 2분기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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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 0 3 0 0 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기 관 장 정양호● 417명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혁신동 1152번지)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544-6633대 표 전 화● 2014년 10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 R&D 관리 전담기관

인재상 | 전문성, 투명성 및 혁신성을 고루 갖추되,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재 

모집분야
경영(회계·총무·인사 등), R&D정책기획, R&D평가관리

정보화(전기·전산)(필요시)
근무지 대구(본원), 대전(분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41,018천원(경평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적부여부 확인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적부여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객관식), 논술(주관식) 2021년 4월

4 면접전형 1차: PT면접, 2차: 임원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채용비위 및 신원조회)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미정 : 채용진행시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시간제 채용은 미정 : 채용 진행시 일반직 전형과 동일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1차 면접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1차 면접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1차 면접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정보화 등 일부직종은 필수자격요건임)

기타

[외국어]TOEIC 700점, TOEFL(IBT) 80점, TEPS 557점, TOEIC-S 120점, TEPS-S 50점, OPIC IM2 이상 중 1개 이상 해당자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상기외 기타 시험의 경우 공인환산표에 의한 기준 적용)

[학력] 일부직종(R&D정책기획 및 평가관리)은 해당분야 석사이상 또는 대졸 후 관련분야 경력2년 이상자로 제한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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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공무직 근무지 대구(본원), 대전(분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6,000천원(경평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적부여부 확인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적부여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채용비위 및 신원조회)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미정 : 채용진행시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면접 시 제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면접 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일반직(경영, R&D평가관리) 근무지 대구(본원), 대전(분원)

모집인원 약 25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8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3개월)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4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면접전형: 2021년 5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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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6 0 2 0 3 0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기 관 장 김정환● 61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70-8895-7000대 표 전 화● 2014년 1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 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기관

인재상 | 전문인, 혁신인, 동반성장인, 신뢰인

모집분야 행정직(행정, 이공계) 근무지 대구(본사), 전국지역본부 및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3,471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부적격자 제외 전원 합격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한국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1차: 직무면접(PT면접 포함), 2차: 임원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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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전산 근무지 대구(본사), 전국지역본부 및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부적격자 제외 전원 합격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민간위탁사무 전환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행정지원 근무지 대구(본사), 전국지역본부 및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채용형 청년인턴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00,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부적격자 제외 전원 합격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한국사 2021년 4월

4 면접전형 1차: 직무면접(PT면접 포함), 2차: 임원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50명 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 3~4개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2021년 상반기 채용전형 절차 검토 중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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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0 0 0 0 0 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www.kfi.or.kr

기 관 장 권순경● 31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31-289-27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용품 및 장비, 위험물 시

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며 공정한 시험·검사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인재상 | 소방기술전문인, 글로벌역량인, 소통협업인

모집분야 소방용품 시험검사 분야 근무지 용인(본사) 및 음성, 대구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34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8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우대사항 가점부여 2021년 9월

4 면접전형 1차: 토론면접, 2차: 인성/경험면접, 우대사항 가점부여 2021년 1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및 조사) 2021년 11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해당자) 가점증빙을 위한 외국어시험성적표 및 국가기술자격 사본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비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해당자), 경력단절여성 증명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2개월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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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행정 및 시험검사 업무보조 근무지 용인(본사) 및 음성, 대구, 부천 등

모집인원 약 25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5~6월

채용예정: 2021년 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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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 0 2 0 1 0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기 관 장 표완수● 21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주 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기 관 유 형●

02-2001-7114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에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언론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미디어교육원 및 4개 지사(대전, 부산, 광주, 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미션은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에 기여한다’이며, 재단의 비전으로 ‘저널리즘 가치실현 전문기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 신뢰, 혁신을 재단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재단은 경영본부, 미디

어본부, 정부광고본부, 신문유통원 4개 본부를 두어 저널리즘 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조직 혁신, 언론의 신뢰성 강화지원, 정부·공공

광고의 서비스 품질 향상, 뉴스유통체계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재단의 인재상은 "T.O.P이 되자!" 입니다. T.O.P란 (Trusty)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인재, (Open-minded)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인재, (Professional)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안내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4명

※ 광고·사업행정 직군 구분없이 일반행정 단일직군으로 채용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5,63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 및 가점사항 적용, 입사지원서 종합 평가 2021년 5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논술,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6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6월

5 임용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최종합격자 임용 2021년 6월

※ 2021년 하반기 채용은 1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제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험 및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자격증·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등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및 가점사항은 서류전형에서 평가요소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203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연구직(광고) 1명

기능직(시설·음향) 1명
근무지 서울(본사) 및 미디어교육원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5,63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 및 가점사항 적용, 입사지원서 종합 평가 2021년 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논술,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2월

5 임용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최종합격자 임용 2021년 2월

※ 경력직 채용 시 필기전형은 생략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및 가점사항은 서류전형에서 평가요소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행정 1명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5,63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 및 가점사항 적용, 입사지원서 종합 평가 2021년 1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논술,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2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12월

5 임용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최종합격자 임용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제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험 및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자격증·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등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및 가점사항은 서류전형에서 평가요소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광고 집행 관리 근무지 서울(본사) 및 대전, 부산, 광주, 대구지사

모집인원 24명 계약기간
10개월

※ 근무부서별로 계약기간 상이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3월

채용예정: 2021년 3~6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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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 0 16 6 4 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www.posa.or.kr

기 관 장 민재석● 51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3443-1351~2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 문화 가치 혁신과 선진 우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편 서비스 전문기관

인재상 | 참봉사인, 신지식인, 선행동인

모집분야 사무(경영, 회계, 법률), 연구, IT·개발 근무지 서울 본사, 대전, 나주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1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164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경험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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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 전화상담 근무지 서울 본사, 대전, 나주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6명

[시간제] 신입 6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사무: 약 30,320천원 (성과급 별도) 상담: 약21,900천원(성과급 별도)

[시간제] 시간에 따라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인성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 근무지 서울 본사, 대전, 나주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동일(성과급 포함/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무PT면접, 직업기초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4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서울 영등포 및 광진구

모집인원 약 8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3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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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 0 7 0 0 0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기 관 장 이원태● 75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전남 나주시 진흥길 9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1433-25대 표 전 화● 2017년 7월, 나주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생태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완성과 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재상 | 협력적 사고, 개방적 태도, 사회적 책임의식, 탁월한 역량

모집분야 경영(경영, 회계, 법률), 정책(정보보호, 개인정보), 기술(컴퓨터, 정보보호) 근무지 나주(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무관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65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서류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7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실무면접 2021년 7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자격증(변호사 등)

 해당자격 :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OCNP(CCNP), CCIE, PMP, CPPG, OCP

 KISA주관 경시대회 및 정부기관 주관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사회배려계층 우대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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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경영(경영, 회계, 법률), 정책(정보보호, 개인정보)

기술(컴퓨터, 정보보호)
근무지 나주(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무관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65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5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실무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자격증(변호사 등)

 해당자격: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OCNP(CCNP), CCIE, PMP, CPPG, OCP

 KISA주관 경시대회 및 정부기관 주관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사회배려계층 우대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나주(본사), 서울(지사)

모집인원 약 8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6~7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면접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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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4 0 5 0 3 0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기 관 장 이강오● 24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2-6393-2535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따라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진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인재상 | K(Knowledge) 임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형 인재

             F(Friendship) 임업의 미래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형 인재

             P(People) 임업인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소통형 인재

모집분야 임업∙임산, 정보화, 상경 근무지 서울 및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1명, 경력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9,5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 경력(3명)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대신 직무 및 경험, 리더십 면접전형 실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접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 한국사능력시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한국사능력시험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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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일반사무 근무지 서울 및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일반사무 4명, 북한이탈주민 제한경쟁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1,6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접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

(가점 증빙서류) 한국사능력시험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온라인 접수)

우대사항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임업∙임산 근무지 서울 및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1,6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절차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무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접수)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 한국사능력시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한국사능력시험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일반사무 및 북한이탈주민 제한경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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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3 0 2 1 0 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ww.nia.or.kr

기 관 장 문용식● 70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53-230-1114대 표 전 화● 2015년 7월, 대구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 NIA

인재상 |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인, 미래지향적 사고로 혁신하는 도전인, 배려와 존중을 최고로 여기는 협력인

모집분야 경영일반, 사업관리, 기술지원 근무지 대구본원 및 제주글로벌센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2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6,40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필기전형 TOPCIT(소프트웨어역량지수평가) 2021년 8월

4 면접전형 실무(PT)면접, 임원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9월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최종합격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한국사, 청년 등

기타

[외국어] 정규직에 한하여 토익Speaking level 8등급, PIc AL등급, TOEIC 900점 이상 및 TOEFL 113점 이상인 자는 서류전형 가점 1점 부여 

(서류전형에서 우대가점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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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상담직, 운영직 등 근무지 지역별 스마트쉼센터(상담직), 대구본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2명

[시간제] 신입 1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직군별 상이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상담전문역량전형(상담직 한정) 상담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 평가 2021년 8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8월

5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채용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9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최종합격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한국사,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경영일반 및 사업관리 근무지 대구본원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11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9월

서류전형: 2021년 10월

면접전형: 2021년 10월

채용예정: 2021년 11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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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8 0 2 0 0 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www.komsa.or.kr

기 관 장 이연승● 53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4-330-2380대 표 전 화● 2015년 2월, 세종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해양안전 전문기관입니다.

인재상 | 사람과 배, 바다의 안전을 책임, 열린마음으로 국민과 소통

             공정한 업무수행,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문가(SPECIALIST)

모집분야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등 근무지 세종 본사 및 전국 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023천원 수준(수당 포함, 알리오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2021년 3월

4 면접전형 토론 및 실무 면접 2021년 4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2차 채용은 0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장애인·고졸자·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서

우대사항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사능력시험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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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산업진흥정보화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시설관리 및 미화 근무지 세종 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200천원 수준 (수당 포함, 알리오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면접전형 실무 면접 2021년 3월

4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적격자가 없을시, 2차 채용은 0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자격증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장애인·고졸자·한국사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시험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행정보조업무 및 민원업무보조 근무지 세종 본사 및 전국 지사

모집인원 약 25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7월 예정

※ 2차 채용의 경우 9월 임용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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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너지

215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10 0 0 0 12 0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기 관 장 채희봉● 4,28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53-670-0114대 표 전 화● 2014년 10월 대구광역시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기업

인재상 | 청렴인재, 신뢰받는 인재, 도전적 변화인재, 창의형 글로벌인재

모집분야 사무직, 기술직, 별정직, 연구직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별정직 및 연구직 포함) 108명,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341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업기초면접, 직무(PT)면접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등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서류진위여부확인 2021년 5월

※ 상기 전형절차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적부), 입사지원서(적부) -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2021년 2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적부), NCS 직업기초능력(50%)+직무수행능력(50%)+가점합산 고득점순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직무(PT)면접(50%)+직업기초면접(50%)+가점합산 고득점순 2021년 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등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서류진위여부확인 2021년 5월

≫지원자격은 모집분야별로 상이함, 경력·별정직의 경우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 생략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우대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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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기술직 근무지 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893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직업기초면접, 직무(PT)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등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서류진위여부확인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활용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합격자)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대구(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150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6~7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면접전형: 2021년 8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전형절차,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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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www.kogas-tech.co.kr

기 관 장 고영태●

주 소● 042) 600-8100대 표 전 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한국가스기술공사

기관소개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의 안전성과 공급 신뢰성 확보를 위해 1993년 설립된 천연가스설비 전문 기술 회사입니다.  설립 이후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설비에 대

한 완벽한 예방점검과 책임정비 실현을 통해 천연가스의 국민 연료화 사업에 공헌하여, 천연가스 관련 최고의 기술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LNG 저장설비 

설계 국산화 실현,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신기술개발 등 세계 일류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6 0 0 0 3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2010년 10월, 대전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직, 기술직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77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경험면접 2021년 6월

5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우리공사 체험형 인턴 수료자

지역제한 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어학점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경력우대 채용의 경우,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가스 및 안전관리 분야 포함, 기능사 이상)

기타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 10명이상 채용분야 적용, 기준점수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목표제 적용

* 6명 이상 채용분야 적용, 기준점수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 상기 모집인원, 전형일정,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임 직 원 수● 2,22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도전(Challenge):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           열정(Passion):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
고객(Customer): 고객의 문제해결에 유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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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기술직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1,38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 2022년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하반기 채용에 한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경험면접 2021년 6월

5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 2차 채용은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우리공사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교육 수료자

전공자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 2021년 졸업예정자 포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가스 및 안전분야 포함, 기능사 이상)

천연가스설비 정비관련 경력자

지역제한 채용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기타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 10명이상 채용분야 적용, 기준점수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목표제 적용

  ※ 6명 이상 채용분야 적용, 기준점수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 상기 모집인원, 전형일정,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지원, 정비지원 근무지 대전(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123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9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일반전형]

[지사 근무 지원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모집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다른 기관(회사) 등에 취업이 결정된 자(임용대기자 등) 지원 불가

[사회형평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모집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다른 기관(회사) 등에 취업이 결정된 자(임용대기자 등) 지원 불가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6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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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8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한국가스안전공사 www.kgs.or.kr

기 관 장 임해종● 1,650.5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43-750-1000대 표 전 화● 2013년 12월, 충북 음성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

인재상 | 국민안전, 산업발전, 지역상생, 고객행복

모집분야 행정, 기술, 사무 근무지 충북음성(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7명, 경력 1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23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0년 1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00월(연기)

4 면접전형(1차) 일대다 발표면접,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00월(연기)

5 면접전형(2차) 다대다 토론면접,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평가 2021년 00월(연기)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검진 2021년 00월(연기)

※ 코로나19로 인한 필기전형 일정 연기

※ 2차 채용은 07월(예정)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가스안전공사 업무경력, 한국사능력시험 일정등급 이상 보유자

양성평등채용

기타

(외국어) TOEIC 650점, New TEPS 280점, TOEFL 74점, TOEIC Speaking 110점, OPIc IM1, JPT 650점, JLPT N2, 新HSK 4급 이상 택1 

(어학자격은 5급 신입 모집직무 지원자만 해당하며, 시험별 해당이상 성적 보유여부만 확인함)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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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행정, 기술 근무지 충북음성(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00명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병역)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나이) 입사예정일 기준 청년에 해당하는 자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리공사 청년인턴 무경험자,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근무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 상기 지원자격은 채용내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
및 일정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00월(미정)

3 면접전형 다대다 혹은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2021년 00월(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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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0 0 0 0 30 0

한국남동발전㈜ www.koenergy.kr

기 관 장 유향열● 2,63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70-8898-1000대 표 전 화● 2014년 3월, 진주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남동발전(주)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법에 의거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이 분리되어 출범한 발전전문회사입니다. 전력산업의 주역으로서 “경제적·안정적으

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목표로 Clean&Energy Leader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상 | 학습형인재: 남다른 생각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학습형 인재, 개방형인재: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인재, 실행형인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스스로 행동하

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형 인재

모집분야 사무(상경, 법정),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ICT 근무지 진주(본사), 사천, 인천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5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자기소개서 검증, 서류평가(어학, 자격증) 2021년 2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인성역량면접, 토론면접, 상황면접 2021년 3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 면접전형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통)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직무 및 고급 자격증

기타
[일반] TOEIC 700점 [보훈·장애] TOEIC 500점 이상 지원가능 (영어 Speaking 등 전환성적 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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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기계, 전기, 화학 근무지 진주(본사), 사천, 인천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자기소개서 검증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인성역량면접, 토론면접, 상황면접 2021년 10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 (적부심사) 2021년 11월

※ 면접전형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가점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전지역인재 등

우대자격증: 직무 및 고급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진주(본사), 사천, 인천 등

모집인원 약 70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외국어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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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3 0 0 0 7 0

한국남부발전㈜ www.kospo.co.kr

기 관 장 신정식● 2,64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7개층)

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70-7713-8000대 표 전 화● 2014년 10월, 부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기업명: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자: 신정식, 설립연도: 2001년 4월 2일, 사업 분야: 발전설비 운영, 신재생에너지 및 신규전원 개발 등

인재상 |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실천인,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는 도전인,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인 

모집분야 사무직(사무 ICT 등), 기술직(기계, 전기, 화학, 토목 등)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755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하반기

2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및 직무능력기반 심사

3 필기전형 인성평가 +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 + 전공시험 + 한국사 및 영어

4 면접전형(1차/2차) NCS 기반 역량면접전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적부판정

6 최종합격 필기전형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순 선발

제출서류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원본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빙서류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1) 가산점 요소: 등록 장애인(서류: 면제, 필기: 배점의 10%, 면접: 배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면제, 필기: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면접: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저소득층(필기: 배점의 5%),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필기: 배점의 10%), 비수도권 지역인재(필기: 전공기초 득

점의 5%-부산, 3%-부산 외 비수도권)

2) 이전지역(부산)인재 목표제 실시: 채용인원의 27% 이상  ※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적용

3) 여성이공계 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1차 면접 직군별 선발예정인원(2차 면접대상)의 20%

※ 상기 우대 사항은 채용전형 및 전형단계에 따라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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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체험형 인턴(사무,발전,화학,토건)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100명 계약기간
2021년 6월 ~ 1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5~6월

서류전형: 2021년 5~6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6~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기술직(기계,전기) 근무지 부산(본사) 및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5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 고교졸업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재학·휴학중인자 지원 가능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하반기

2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및 직무능력기반 심사

3 필기전형 인성평가 + NCS 기반 선발평가 + 전공시험 + 한국사 및 영어

4 면접전형(1차/2차) NCS 기반 역량면접전형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적부판정

6 최종합격 필기전형 + 면접전형 점수 + 고득점자순 선발

제출서류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

-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원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1) 가산점 요소: 등록 장애인(서류: 면제, 필기: 배점의 10%, 면접: 배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면제, 필기: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면접: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저소득층(필기: 배점의 5%),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필기: 배점의 10%), 비수도권 지역인재(필기: 전공기초 득

점의 5%-부산, 3%-부산 외 비수도권)

2) 이전지역(부산)인재 목표제 실시: 채용인원의 27% 이상  ※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적용

※ 상기 우대 사항은 채용전형 및 전형단계에 따라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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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6 2 0 0 2 0

한국동서발전㈜ www.ewp.co.kr

기 관 장 박일준● 2,610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울산시 중구 종가로 395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70-5000-1226대 표 전 화● 2014년 5월, 울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공급하고 미래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해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 국내 에너지 총생산의 약 9%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진화력, 울

산화력, 호남화력, 동해바이오화력, 일산화력의 5개 국내 주요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재생에너지 GW급 시대 실현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다

양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해외 4개국에서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복합화력과 태양광사업의 해외 전력 개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인재상 | 1.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도전적 변화인재 2.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전문인재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력적 조직인재

모집분야 미정 ※사무(상경, 법정), 발전전기, 발전기계, 토목, 건축, 화학, IT등 근무지 울산(본사), 당진 등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5명, 경력(보건관리) 1명

[시간제] 신입 2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검증,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직무PT면접, 토론면접, 인성면접

*면접유형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4~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6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검증,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직무PT면접, 토론면접, 인성면접

*면접유형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채용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당사 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 등

(채용목표제)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양성평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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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미정 ※사무(상경, 법정), 발전전기, 발전기계, 토목, 건축, 화학, IT등 근무지 울산(본사), 당진 등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0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직무PT면접, 토론면접, 인성면접

*면접유형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4~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채용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당사 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 등

(채용목표제)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양성평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근무지 울산(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100명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3~4월

서류전형: 2021년 3~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아직 내부검토 중으로 향후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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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0 0 0 0 15 0

한국서부발전㈜ www.iwest.co.kr

기 관 장 김병숙● 2,70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41-400-1000대 표 전 화● 2015년 8월, 충남 태안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에서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국내․외 신재생전원 개발, 그린 뉴딜 신사업 등을 통해 ‘신성장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

환에 부응한 ‘친환경·안전 발전운영’과 ‘사회적 가치구현 선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인재상 | 2030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전문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

모집분야 사무, 기술직(전기, 기계, 화학 등) 근무지 태안(본사 및 사업소), 서인천, 평택, 군산, 김포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약 90명(상반기), 약 60명(하반기)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12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상반기)

※ 하반기 일정 미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어학성적(60점), 자격증(30점), 입사지원서(10점)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직무지식평가(100점), NCS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적·부 판정) 2021년 4월

4 면접전형 개별인터뷰(60점), 직무상황면접(그룹면접)(40점) 2021년 4월

5 신체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진 및 신원조회(적·부 판정) 2021년 4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지원분야 자격증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급자격증 소지자

기타

[외국어] TOEIC 기준 700점 이상 지원 가능

(TOEFL(iBT), New TEPS,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OPIC 환산점수 적용)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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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기술직 근무지 태안(본사 및 사업소), 서인천, 평택, 군산, 김포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약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또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0월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100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직무지식평가(100점), NCS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적·부판정) 2021년 11월

4 면접전형 개별인터뷰(60점), 직무상황면접(그룹면접)(40점) 2021년 11월

5 신체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진 및 신원조회(적·부 판정)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급자격증 소지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 기술 근무지 태안(본사 및 사업소), 서인천, 평택, 군산, 김포 등

모집인원

약 200명

- 하계체험형 100명 

- 장기체험형 100명

계약기간

하계: 2021년 7월 ~ 8월 예정

장기: 2021년 9월 ~ 2022년 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어학: 제한 없음

선발대상제외자: 당사 체험형 인턴경험이 있는 자, 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전형절차
및 일정

[하계 체험형 인턴]

원서접수: 2021년 6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장기 체험형 인턴]

원서접수: 2021년 8월

서류전형: 2021년 9월

채용예정: 2021년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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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0 0 0 미정 0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기 관 장 양수영● 1,431명 임 직 원 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052-216-2114대 표 전 화● 2014년 11월, 울산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공사는 79년 설립 이후, 석유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해 유전 등 16개국 29개 해외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9개

소에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과 97백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여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알뜰주유소, 오피넷 등을 통한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에 

따른 석유가격 안정, 국내 석유유통제품 유통시장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혁신하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석유인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울산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미정, 경력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681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 경력직의 경우 지원자격 검증 및 서류심사 시행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 경력직의 경우 인성검사만 시행
미정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종합면접

※ 경력직의 경우 PT면접 및 종합면접 시행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720점, TEPS 569점, New TEPS 308점, TOEFL 81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2, TEPS Speaking 51점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 및 1차 전형에서 어학심사 10% 반영)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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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울산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5,559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미정

4 면접전형 직무면접, 종합면접 미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직무 자격증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등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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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7 0 3 0 3 0

한국석유관리원 www.kpetro.or.kr

기 관 장 손주석● 45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백현동, 한국석유관리원)

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31-789-0200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시험조사 등 법률에 위탁·지정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

전한 발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임

인재상 | 창의적·열정적·화합적·전문적 인재

모집분야 사무, 기술 근무지 경기 성남(본사)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청주시 등 지역 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456천원 수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4주 ~ 5월 1주

2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NCS 기반 서류심사 2021년 5월 2주

3 필기전형 채용분야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3주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직무·인성면접 2021년 5월 4주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1주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1월 1주

2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NCS 기반 서류심사 2021년 11월 2주 ~ 3주

3 면접전형 직무·인성면접 2021년 11월 4주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1주

※ 전형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형별 독자적인 평가점수에 따라 해당 전형의 합격여부 결정(단, 앞선 전형의 점수를 평가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면접전형 이후 서류 진위 여부 검증 진행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 확인 시 불합격처리 또는 채용취소 처리하고 예비합격자(다음 순위자) 채용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어학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각 1부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한국석유관리원 근무 유경험자, 시간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인재

기타
[어학사항] TOEIC, TOEIC Speaking, TEPS, NEW TEPS, TEPS-S, OPIc, TOEPL IBT, J.P.T, 新H.S.K.(어학점수 환산표에 따라 TOEIC점수로 환산 적용)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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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 기술 근무지 경기 성남(본사)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청주시 등 지역 본부 

모집인원 약 27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1월(3개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86. 9. 2. 이후 출생자)

채용확정 후 2021. 9. 1.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관리원「인사규정」제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연령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8월 1주

서류전형: 2021년 8월 2주

면접전형: 2021년 8월 3주

채용예정: 2021년 9월 1주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현장지원직(시설관리, 미화) 근무지 경기 성남(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시설관리: 23,600천원 수준, 미화: 16,000~18,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2월 1주

2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NCS 기반 서류심사 2021년 12월 2주

3 면접전형 직무·인성면접 2021년 12월 3주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4주

※ 해당 전형의 경우 채용확정 후 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한국석유관리원 근무 유경험자, 시간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인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모집분야 기술 근무지 경기 성남(본사)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청주시 등 지역 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15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단, 별도 수업참여 없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며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채용취소 처분

병역사항 제한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4주 ~ 5월 1주

2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NCS 기반 서류심사 2021년 5월 2주

3 필기전형 채용분야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3주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직무·인성면접 2021년 5월 4주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등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1주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증명서 사본 1부

학교장 추천서 1부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전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 명기) 1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학자금ㆍ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한국석유관리원 근무 유경험자, 시간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인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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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www.khnp.co.kr

기 관 장 정재훈●

주 소● 054-704-2114대 표 전 화●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기관소개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국내 전력

의 약 27%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뿐 아니라 수력과 양수,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

습니다.

인재상 |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07 0 5 0 2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2016년 3월, 경북 경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 원자력(기계·전기전자·원자력·화학), 수력·양수(기계·전기전자·수자

원), 신재생, 토건(토목·건축), ICT(통신·전산) 등
근무지 경북 경주·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대전 등

모집인원
[전일제] 대졸수준 신입 360명, 기타 채용 4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연봉 42,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직군 및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1차전형 NCS 직무역량검사, 가점 2021년 7월

3 2차전형
직업기초능력면접 직무수행능력면접, 관찰면접

인성검사·심리건강진단(적부), 가점
2021년 8월

4 면접전형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조회(적부) 2021년 9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당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 수료자, 고급 자격 및 면허 소지자, 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주민

영어 스피킹 성적, 본사 이전지역인재

기타

(외국어 자격요건) 

사무 TOEIC 기준: 750점 또는 TOEIC Speaking 기준 130점 이상 

기술 TOEIC 기준: 700점 또는 TOEIC Speaking 기준 120점 이상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진행시기 및 세부요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임 직 원 수● 12,584명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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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자동차운전원 근무지 경북 경주·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대전 등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1차전형 직무적성검사, 인성검사·심리건강진단(적부), 가점 2021년 3월

3 2차전형 면접, 가점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조회(적부)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주민, 우대자격증(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진행시기 및 세부요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기계, 전기전자 근무지 경북 경주·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대전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6,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모집분야 관련 마이스터고 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내 특성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학교장 추천,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8월

2 1차전형 NCS직무역량검사, 토익브릿지, 인성검사 및 심리건강진단(적부), 가점 2021년 9월

3 2차전형 직업기초능력면접, 직무수행능력면접, 관찰면접, 가점 2021년 10월

4 최종전형 학업성적, 토익, 이러닝, 오리엔테이션,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조회(적부) 2023년 2월

※ 최종합격자 결정은 졸업 이후 시행하며 병역이행 후 입사(여성 및 군 면제자 제외)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모집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주민, 본사 이전지역인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진행시기 및 세부요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업무, 지역협력업무 보조 및 기타 업무지원, 자료조사 등 근무지 경북 경주·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대전 등

모집인원 약 70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7월(1차 채용)

2021년 10월 ~ 2022년 1월(2차 채용)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조회: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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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기 관 장 김창섭●

주 소● 052-920-0114대 표 전 화●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기관소개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공급단계 이후 합리적·효율적 에너지이용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인재상 |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4 0 1 0 3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9년 2월, 울산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경영, 법·행정 등) 기술(기계, 전기전자 등) 근무지 울산(본사) 및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18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상황(발표)면접, 경험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상황(발표)면접, 경험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 (서류전형) 외국어 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 평가

     (면접전형) 상황면접 및 경험면접을 실시하여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직무전문기술자격]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에 따른 배점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714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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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미화 근무지 울산(본사) 및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4,5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6월

3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2021년 6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부판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계량평가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면접 실시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직무별 평가기준(부양가족, 직무기술, 우대사항 등)에 따른 계량평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모집분야 고졸 근무지 울산(본사) 및 지역본부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51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 졸업유예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상황(발표)면접, 경험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직무전문기술자격]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에 따른 배점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울산(본사) 및 지역본부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장기현장실습제도 연계 예정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3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 지원자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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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기 관 장 임춘택● 임 직 원 수●

주 소● 02-3469-8400대 표 전 화●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기관소개 | 국가 에너지기술 R&D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전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담기관

인재상 |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창조적인 에너지 전문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R&D 기획·평가·관리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642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선발 2021년 5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 2021년 5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영어면접, 역량면접 2021년 6월

5 비위면직자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6 건강검진 건강검진 2021년 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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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R&D 기획, 평가, 관리 및 경영관리 사무보조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인원 약 8명 계약기간 2021년 7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전공) 전공무관

(학력)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월

서류전형: 2021년 5월

면접전형: 2021년 6월

채용예정: 2021년 7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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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www.kins.re.kr

기 관 장 손재영●

주 소● 042-868-0757대 표 전 화●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기관소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선 비상대응 및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국민신뢰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신뢰인, 협력인, 전문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5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연구직, 행정직 근무지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7,33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예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월(예정)

3 필기전형 인성검사(공통), 논술시험(연구직), 직업기초능력평가(행정직) 2021년 4월(예정)

4 면접전형 발표면접, 토론면접, 임원면접 2021년 5월(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이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40점, TOEFL(IBT) 7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G-TELP 65점, FLEX 625점 이상 중 택1(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

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임 직 원 수● 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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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규제지원, 연구지원, 경영지원 근무지 대전

모집인원 약 30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층(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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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8 0 0 0 0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www.korad.or.kr

기 관 장 차성수● 409명 임 직 원 수●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주 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054-450-4114대 표 전 화● 2011년 3월, 경주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 당해연도 연간채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기관소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재상 | 전문인, 상생인, 도전인

모집분야 미정(사무 또는 기술 등) 근무지 미정(경주, 대전,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18명(신입, 경력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46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5월 ~ 8월초

완료예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또는 직무논술평가

4 면접전형 경험면접 및 직무면접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 2차 채용은 2020년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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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직무내용 사무지원 근무지 미정(경주, 대전, 서울)

모집인원 약 10명 계약기간 3개월~12개월(인턴분야에 따라 상이)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2020년 5월 ~ 8월 완료예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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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기 관 장 조성완●

주 소● 1588-7500대 표 전 화●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기관소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지

키는 국내유일의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인재상 | 함께하는 인재, 창조적인 인재, 전문가형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93 1 6 17 2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4년 6월, 전북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신입: 경영, 기술, 연구, 경력: IT, 기계 등 근무지 본사(전북혁신도시), 지역본부 및 지사(60여개), 교육원, 연구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86명, 경력 7명

[시간제] 신입 1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7,964천원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경력직은 오프라인 접수)
상반기: 2021년 1월

하반기: 2021년 8월

2 서류전형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자, 서류전형점수표 고득점자(채용공고문 참조)
상반기: 2021년 1월

하반기: 2021년 8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70점 이상 합격), 직업기초능력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70%)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9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인성·경험·상황면접 등), PT면접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9월

5 채용, 배치 채용 및 배치, 건강검진, 결격사유 조회
상반기: 2021년 4월

하반기: 2021년 10월

시간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경력직은 오프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자, 서류전형점수표 고득점자(채용공고문 참조) 2021년 1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70점이상 합격), 직업기초능력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70%)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인성·경험·상황면접 등), PT면접 2021년 3월

5 채용, 배치 채용 및 배치, 건강검진, 결격사유 조회 2021년 4월

 ※ 전형절차별 세부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esco.or.kr/recuit/main/do)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블라인드 채용으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리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전기안전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수료자

기타 [외국어] 평가 없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처리 ※ 상기 채용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3,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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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미화원,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조리원 등 근무지 전주(본사) 및 전국지사 (경기, 충남, 전북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신입 17명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5,68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약 4,800천원~12,840천원 (성과급 별도)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5월

3 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6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블라인드 채용으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외국어] 평가 없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처리 ※ 상기 채용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무기계약직

모집분야 기술(전기) 근무지 본사(전북혁신도시), 지역본부 및 지사(60여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37,964천원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고등학교에서 전기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경력직은 오프라인 접수)
상반기: 2021년 1월

하반기: 2021년 8월

2 서류전형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자, 서류전형점수표 고득점자(채용공고문 참조)
상반기: 2021년 1월

하반기: 2021년 8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70점 이상 합격), 직업기초능력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70%)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9월

4 면접전형 역량면접(인성·경험·상황면접 등), PT면접
상반기: 2021년 3월

하반기: 2021년 9월

5 채용, 배치 채용 및 배치, 건강검진, 결격사유 조회
상반기: 2021년 4월

하반기: 2021년 10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블라인드 채용으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리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전기안전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수료자

기타 [외국어] 평가 없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처리 ※ 상기 채용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본사(전북혁신도시), 지역본부 및 지사(60여개)

모집인원 약 150명 이내 계약기간 7개월 이내(기간제)

지원자격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면접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금지 최저연령 미만자 제외

전형절차

원서접수: 상반기 중

서류전형: 상반기 중

면접전형: 상반기 중

채용예정: 2021년 6~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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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www.kpx.or.kr

기 관 장 조영탁●

주 소● 061-330-8100대 표 전 화●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기관소개 |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인재상 | 혁신인, 전문인, 협력인, 세계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4 0 2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4년 10월, 나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신입직) 사무, 전기 (경력직) 건축, IT 등 근무지 나주(본사) 및 경기도 의왕시, 충남 천안시, 제주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3명, 경력 1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4,522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문항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진면접(직무), 경영진면접(종합)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 여부 미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이전지역인재, 전력거래소 인턴 경력자 등

기타

[외국어_사무직]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80점, TOEIC Speaking Level 5, OPIc IM1, IELTS(A/G) 6.5 이상 택1

[외국어_기술직] TOEIC 600점, New TEPS 260점, TOEFL(IBT) 70점, TOEIC Speaking Level 4, OPIc IL, IELTS(A/G) 5.5 이상 택1(신입직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

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임 직 원 수● 504.175명
※ ALIO 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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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업무지원) 근무지 나주(본사) 및 경기도 의왕시, 충남 천안시, 제주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11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자기소개서 문항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실무진면접(직무), 경영진면접(종합)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이전지역인재, 전력거래소 인턴 경력자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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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 home.kepco.co.kr

기 관 장 김종갑● 임 직 원 수●

주 소● 061-345-3114대 표 전 화●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관소개 |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설립목적에 의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38 0 0 0 162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2014년 12월, 나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 전기, ICT 등 근무지 나주(본사) 및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3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6,75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예정)

2 서류전형 외국어성적, 자격증가점 등 2021년 4월(예정)

3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인재상·조직

적합도 검사
NCS 직무능력검사, 한전 인재상·핵심가치 등 적합도 2021년 4월(예정)

4 직무면접 직무면접 점수, 직무능력검사 점수 2021년 5월(예정)

5 종합면접 종합면접 점수 2021년 5월(예정)

6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채용 결격사유 등 (적·부) 2021년 6월(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전 체험형 청년인턴, 비수도권 및 본사이전지역 인재, 고급자격증 보유자 등

기타
[외국어] TOEIC 기준 700점 이상(기타 7개 외국어 ☞ 환산기준 모집요강 참고)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23,399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로 무한 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미래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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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사무, 전기, ICT 근무지 나주(본사) 및 전국 사업소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6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75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예정)

2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7월(예정)

3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인재상·

조직적합도 검사
직무능력검사(NCS), 한전 인재상·핵심가치 등 적합도 2021년 8월(예정)

4 직무면접 직무면접 점수 직무능력검사 점수 2021년 8월(예정)

5 종합면접 종합면접 점수 2021년 8월(예정)

6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채용 결격사유 등 (적·부) 2021년 9월(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등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합격취소 및 직권해임 가능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모집단위 내  근무 가능 사업소

모집인원 약 1,40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8월

지원자격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 없음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4월(예정)

서류전형: 2021년 5월(예정)

면접전형: 2021년 5월(예정)

채용예정: 2021년 6월(예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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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epco-enc.com

기 관 장 이배수●

주 소● 054-421-3114대 표 전 화●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한국전력기술(주)

기관소개 |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인재상 | 신뢰받는 Partner, 도전하는 Pioneer,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Expert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89 0 0 0 8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2015년 8월, 김천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 기술/연구 근무지 본사(김천) 및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9명 경력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387천원 수준(성과급 미포함, 익년도부터 수령)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인성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신원조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 회사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동가능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해당자)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우대사항

사회형평적인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격증(전문자격증, 기사수준, 한국사 등) 소지자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체험형 인턴 수료자 및 PES 수료자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이상 (채용전형 응시 기본자격요건)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대졸수준 일반전형 신입 기준)

임 직 원 수● 2,38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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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사무, 기술/연구 근무지 본사(김천) 및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531천원 수준(성과급 미포함, 익년도부터 수령)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군필자, 군미필자 모두 지원 가능)

  * 현재 군 복무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제한 없으며,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방식 적용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현재 고3) 지원 가능

  전 학년 석차 평균 3등급 이내(1~3등급)인 자

구분 자격기준

졸업예정자 전 학년(3학년 1학기까지) 석차 평균 3등급 이내(1~3등급)

졸업자 전 학년(3학년 2학기까지) 석차 평균 3등급 이내(1~3등급)

   * 예체능(음악, 미술 등), Pass/Fail 과목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성적산출방식, 등급제 및 석차의 9등급제 환산 기준은 첨부1 참조

■ 사무 : 전공제한 없음 

■ 기술 :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수료한 경우 포함)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9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9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0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인성면접 2021년 1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신원조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우대사항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 선발자

사회형평적인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본사(김천) 및 현장사무소 등

모집인원 약 100명 계약기간
상반기 : 2021년 2월 ~ 8월

하반기 : 2021년 8월 ~ 2022년 2월 

지원자격

입사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무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 복무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현장사무소)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즉시 운전가능자)

전형절차

(상/하반기)원서접수: 2021년 1~2월 / 2021년 7~8월

(상/하반기)서류전형: 2021년 1월 / 2021년 7월

(상/하반기)면접전형: 2021년 2월 / 2021년 8월

(상/하반기)채용예정: 2021년 2월 /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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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www.komipo.co.kr

기 관 장 박형구● 임 직 원 수●

주 소● 070-7511-1114대 표 전 화●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

기관소개 |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석탄, LNG, 중유)과 풍력, 태양광, SRF, 연료전지 발전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국민 여러분께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4 0 0 0 미정 미정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2015년 01월, 충남 보령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 정보통신, 발전기계, 발전기계, 발전화학, 토목, 건축 등 근무지 서울, 인천, 보령, 서천, 제주, 세종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15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직무적합도평가 인·적성검사(온라인) 미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정

4 면접전형 (1차) 토론면접, PT면접, (2차) 인성면접 미정

5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미정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신원조회 서류, 병적증명서(군필 또는 면제 남성에 한함)

(우대가점증빙서류) 우대가점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증명서, 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당사 채용형 인턴 수료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기사자격증 소지자, 비수

도권 지역인

기타
(기본자격) 학력, 전공, 연령, 자격증, 외국어 제한없음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20%), 본사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2021년 기준 27%)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2,665명 

(Creative Challenger) 혁신적 사고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인재

(Performance Leader)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자기업무에 주도적인 인재

(Global Communicator)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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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기술지원 등 업무보조 근무지 서울, 인천, 보령, 서천, 제주, 세종 등

모집인원 180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10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학력, 전공, 연령, 자격증, 외국어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7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채용일정 및 인원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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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3 0 2 0 7 0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기 관 장 황창화● 2,045명임 직 원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주 소●

공기업(시장형)기 관 유 형●

1688-2488대 표 전 화●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인재상 | Knowledge(전문지식), Drive(추진력), Humanity(인간미), Creativity(창의성)

모집분야 사무, 기계, 전기, 전자, 화공, 토목, 건축 근무지 성남(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3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998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8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인성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9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기술직렬 인정 필수자격증, 병적증명서 등)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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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전문직(IT인프라 전문가)

지원직(운전기사)
근무지 성남(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전문직: 약 48,000천원, 운전기사: 약 31,000천원(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적부심사)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2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필수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 기계, 전기, 전자 근무지 성남(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7,421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지원불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8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인성면접 2021년 8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9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인재 증빙, 기술직렬 인정 필수자격증 등)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성남(본사) 및 전국지사

모집인원 약 87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6월 예정

2021년 9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2021년 2월, 8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8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8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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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www.kps.co.kr

기 관 장 김범년●

주 소● 061-345-0114대 표 전 화●전남 나주시 문화로 211

기관소개 |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인재상 | Global ACE(Globally Advanced Customer-centered Expert)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95 0 0 0 35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공기업(준시장형)기 관 유 형●

2014년 12월, 전남 나주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기술(기계, 전기 등) 근무지 본사(전남 나주), 사업소(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75명, 경력 2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174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온라인), 토론면접, 역량면접, 신체검사 2021년 5월

5 최종합격자발표 채용 결격사유 심의(적부심사) 및 결과 발표 2021년 6월

※ 하반기 채용시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다문화가정(해당자), 북한이탈주민(해당자), 이전지역인재 학력관련 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고급/가점자격증 보유자

가점자격증[IT(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한국어(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KBS한국어능력3+급 이상)]

기타

[어학성적] 토익 700점 이상

[자격사항] 관련분야 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6,24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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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기술(기계, 전기 등) 근무지 본사(전남 나주), 사업소(전국)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388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문대·대학을 이미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4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 역량면접, 신체검사 2021년 5월

5 최종합격자발표 채용 결격사유 심의(적부심사) 및 결과 발표 2021년 6월

※ 하반기 채용시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다문화가정(해당자), 북한

이탈주민(해당자), 이전지역인재 학력관련 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고급/가점자격증 보유자

기타
 [자격사항]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기술 근무지 본사(전남 나주), 사업소(전국)

모집인원 약 600명 계약기간 2021년 9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8월

서류전형: 2021년 8월

면접전형: 2021년 8월

채용예정: 2021년 9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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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www.knfc.co.kr

기 관 장 정상봉● 임 직 원 수●

주 소● 042-868-1000대 표 전 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242(덕진동)

기관소개 |   한전원자력연료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1982년 설립되어 고유 원자력연료 및 설계코드, 운전지원 시스템에 이르는 독
자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UAE 원전
연료공급, 핵연료 검사장비 수출을 비롯해 각종 핵심부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등 해외로 사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재상 | 전문역량을 갖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2 0 0 0 1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사무직/기술직/연구직 근무지 대전, 논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34,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지원서 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예정

2 서류전형 어학 및 자격사항 등 평가 2021년 3분기 예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분기 예정

4 면접전형 역량면접, 토의면접 2021년 3분기 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및 채용 결격사유조회(적부심사) 2021년 3분기 예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내지 10% 가산점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저소득계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가산점

(고급자격증 보유자) 서류전형 면제,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 고급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1,20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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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생산기술직 근무지 대전 및 논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29,000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자

(지원불가)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분기 예정

2 서류전형 자격사항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2021년 3분기 예정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3분기 예정

4 면접전형 역량면접 2021년 3분기 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및 채용 결격사유조회(적부심사) 2021년 3분기 예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내지 10% 가산점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저소득계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가산점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졸채용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미정 근무지 대전

모집인원 00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미정

전형절차

원서접수: 미정

서류전형: 미정

면접전형: 미정

채용예정: 미정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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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 0 0 0 0 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www.nims.re.kr

기 관 장 정순영●

주 소● 042-717-5782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 10월 1일 수학 분야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재상 | 전문성, 실용성, 공공성, 신뢰성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창조적 인재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대전(본사) 근무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및 경력여부 불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322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또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온라인/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
2021년 2월

3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 및 임원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업무계획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 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대체인력(기술직) 채용은 2-3분기(6-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부설기관(기초과학연구원)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KT대덕2연구센터

임 직 원 수● 5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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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대전(본사) 및 광교, 부산 근무가능

모집인원 약 00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연구 근무지 대전(본사) 및 광교, 부산 근무가능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및 경력여부 불문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52,102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박사급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6월

2 인성검사 인성검사 또는 인성포함 역량검사 ※ 온라인/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 2021년 6월

3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7월

4 발표전형 연구실적 및 기여방안 발표 2021년 7월

5 면접전형 실무 및 임원면접 2021년 8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8월

※ 인성검사와 서류전형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연구계획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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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0 0 12 0 0 0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기 관 장 남세규● 3,454명임 직 원 수●

주 소● 042-822-4271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아래 국가적 사명감과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전무한 시절에 기본화기 개발을 성공, 현재는 유

도무기 등 각종 첨단무기 체계개발 능력을 보유,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전력증강과 국가기술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사명인, 창조인, 능동인

모집분야 연구,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 교육, 전산, 보안, 토목, 시설 등 근무지 대전, 안흥, 해미, 진해, 서울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7,819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직종 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진행

(연구실적, 전문교육, 자격증, 경력사항, 공인외국어성적, 한국사능력 등)
2021년 0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00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2021년 0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자격사항 진위검증,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00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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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사무보조, 시험보조 근무지 대전, 안흥, 해미, 진해, 서울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5천원 수준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0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직종 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진행

(전문교육, 자격증, 경력사항, 공인외국어성적, 한국사능력 등)
2021년 00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00월

4 면접전형 실무면접, 인성면접 2021년 00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자격사항 진위검증,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1년 00월

시간제 전형

전일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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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0 0 0 0 0 0

나노종합기술원 www.nnfc.re.kr

기 관 장 이조원●

주 소● 042-360-15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장비 공동 활용,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공헌하는 나노인프라기관

인재상 | 

모집분야 연구기술직 근무지 대전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경력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674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인성검사 직업성격검사(온라인) 2021년 3월

4 면접전형 종합면접 2021년 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4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 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모집분야별 우대적용 여부 상이)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80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2 이상 택1(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제출 제외)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부설기관(한국과학기술원)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임 직 원 수● 9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FIRST형 인재 : 개방형 인재(Flexibility), 혁신형인재(Innovation), 신뢰형 인재(Reliability), 전문가형 인재
(Specialist), 협력형 인재(Teamwork)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65※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 0 0 0 0 0

녹색기술센터 www.gtck.re.kr

기 관 장 정병기●

주 소● 02-3393-3900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간 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2013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연구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84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기본자질, 교육/자격사항, 연구/업무 관련 경험·경력 등 2021년 1월

3 인성검사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직무역량평가(전문지식, 능력실증, 의사전달능력) 2021년 2월

5 면접전형 종합면접(사회성, 적극성, 견실성, 업무수행능력, 장래성 등) 2021년 2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2차 채용은 3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기타 ※ 상기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부설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임 직 원 수● 6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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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 0 2 0 0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www.dgist.ac.kr

기 관 장 국 양● 48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53-785-0114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 연구

인재상 | 4C 인재(창의(Creativity)·도전(Challenge)·협력(Collaboration)·배려(Care))

모집분야 연구 근무지 본사(대구시 달성군)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51,797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평가 2021년 2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역량면접, 경영진면접 2021년 2~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6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후보자 적격여부 심의 2021년 4월

※ 사무행정분야는 채용인원 및 전형일정 미정이며 2분기 중 같은 방식으로 진행 예정. 단, 행정·기술직의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시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외국어] TOEIC 800점, New TEPS 348점, TOEFL(IBT) 9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G-TELP 79(level2), IELTS 7.0 중 택1

연구분야에 한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대해 영어요건 면제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연수 또는 근무한 자

· 영어로 SCI급 논문을 발표한 자[FA(주저자), Full Paper에 한함](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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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연구 근무지 본사(대구시 달성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4,526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서류평가 2021년 2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2월

4 면접전형 실무역량면접, 경영진면접 2021년 2월~3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6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후보자 적격여부 심의 2021년 4월

※ 사무행정분야는 채용인원 및 전형일정 미정이며 2분기 중 같은 방식으로 진행 예정. 단, 행정·기술직의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시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1, G-TELP 65(level2), IELTS 6.5 중 택1

연구분야에 한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대해 영어요건 면제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 또는 근무한 자

 · 영어로 SCI급 논문을 발표한 자[FA(주저자), Full Paper에 한함]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근무지 본사(대구시 달성군)

모집인원 약 15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6~7월

서류전형: 2021년 7월

면접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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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44 0 8 0 0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기 관 장 윤석진● 948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2-958-5114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창조적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소입니

다. KIST는 1966년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주력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술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16개의 전문출연연구소를 탄생시키며 국가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KIST는 세계를 선도하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

습니다. 2020년, 설립 반세기 KIST는 국민이 믿고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야만 하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치매,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적 원천기술 개발로 다음 세대에게 번영한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 연구를 지향하겠습니다. 글로벌트렌드를 살펴 미래 아젠다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KIST를 포함한 공공 R&D 성과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융합을 선도하겠습니다.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관으로서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하겠

습니다. 세계 속에 이름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부름에 부응하는 연구소로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웅대한 비전 GRAND KIST! 희망찬 미래를 향한 KIST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모집분야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근무지 본원(서울 성북구), 강릉분원(강원 강릉시), 전북분원(전북 완주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4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46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통합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3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 월

4 필기전형(논술)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분석력, 상황판단능력 등 평가 2021년 5월

5 1차 면접전형(역량면접) 주제발표 및 역량면접 2021년 5월

6 2차 면접전형(종합면접) 주제발표 및 종합면접 2021년 5~6월

7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전형절차는 직종별 상이할 수 있음

※ 2차 채용은 6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원서접수~통합필기시험: 연구회 공동채용 참여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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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기술직, 행정직 근무지 본원(서울 성북구), 강릉분원(강원 강릉시), 전북분원(전북 완주군)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5,466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통합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3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5월

4 필기전형(논술) 문제해결능력 2021년 5월

5 1차 면접전형(역량면접) 주제발표 및 역량면접 2021년 5월

6 2차 면접전형(종합면접) 주제발표 및 종합면접 2021년 5~6월

7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전형절차는 직종별 상이할 수 있음

※ 2차 채용은 6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원서접수~통합필기시험: 연구회 공동채용 참여 예정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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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www.kaist.ac.kr

기 관 장 신성철● 1,75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42-350-2114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1989년 7월, 대전지 방 이 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기관소개 | 한국과학기술원은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
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연구 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하며, 각 분야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재상 | 도전, 창의,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5 0 31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법무, 회계, 노무, 기획, 일반행정, 사서, 건축, 조경, 전기, 토목, IT 등 근무지 대전(본원, 문지캠퍼스), 서울(서울캠퍼스)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3명, 경력 1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9,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3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PSAT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3월

4 실무면접전형 발표면접, 토론면접, 영어 TEST 2021년 4월

5 최종면접전형 경영진 면접 2021년 4월

6 결격사유 검증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2021년 5월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지원자격] 행정직 TOEIC 900점 이상, 기술직 TOEIC 800점 이상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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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행정지원, 기술지원, 상담지원, 연구지원 근무지 대전(본원, 문지캠퍼스), 서울(서울캠퍼스)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4명, 경력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7,000천원 수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2021년 4월

4 실무면접전형 발표면접, 토론면접 2021년 4월

5 최종면접전형 경영진 면접 2021년 5월

6 결격사유 검증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 조회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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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기 관 장 최희윤● 535명임 직 원 수●

주 소● 042-869-1004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01년 1월지 방 이 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245

기관소개 |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4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행정, 연구, 기술 근무지 대전(본원) 및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모집인원
[전일제] 14명(별도 경력평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176천원 수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지원자격

성별, 학력, 나이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원조사에 문제가 없는 자  ※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

다른 공공기관채용전형 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는 자

(연구직): 5년 이내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서 SCI(SSCI), SCIE, SCOPUS 등재지,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중 2편 이상 게재 실적 있는 자

(기술직): 5년 이내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서 SCI(SSCI), SCIE, SCOPUS 등재지, 연구재단 등재지, 국내외 학술지의 논문 중 2편 이상 게재 실적 있는 자

※ 그 밖의 지원자격요건은 향후 채용공고를 확인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적합성,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블라인드 채용 위반 여부 검사 등
2021년 3월

3 1차 필기전형 논술시험, 인적성검사(온라인) 2021년 4월

4 2차 면접전형 실무역량 평가(연구실적, 논문리뷰 발표 등) 2021년 5월

5 3차 면접전형 인성 및 전문지식 면접 2021년 5월

6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5월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전형 단계별 세부 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지정 배수 등)은 향후 채용공고를 확인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연구직/기술직) 학위논문 요약본, 향후 연구활동계획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자격사항 증빙서류

※ 그 밖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향후 채용공고를 확인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자, 지역인재

기타 ※ 상기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Professional(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수월성을 갖춘 전문인), Globalist(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Challenger(적극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인재), Humanist(건전한 소양과 가치관을 통하여 기관과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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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www.kofac.re.kr

기 관 장 조율래● 183.8명임 직 원 수●

주 소● 02-555-0701대 표 전 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미정지 방 이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02
한국과학창의재단 5~14층

기관소개 | 과학문화창달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미션으로 하는 준정부기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연구직 / 무기계약직 등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02 한국과학창의재단 5층 ~ 14층

모집인원 미정 연봉
(신입기준)

44,578천원 수준(성과급포함, 알리오 공시 연구직 신입기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연구직 기준)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미정

2 서류전형 미정 미정

3 1차 필기전형 미정 미정

4 2차 면접전형 미정 미정

5 3차 면접전형 미정 미정

6 최종합격자발표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후 최종합격 결정 미정

※ 상기 절차는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자격사항 증빙서류, 교육사항 증빙서류 등

※그 밖의 전형 별 제출서류는 향후 채용공고를 확인

우대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우대사항은 전형 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74※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등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02 한국과학창의재단 5층 ~ 14층

모집인원 미정 계약기간 미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1차 : 원서접수

2차 : 서류전형

3차 : 면접전형

4차 : 채용 결격사유 심의(적부심사) 및 채용확정

※상기 전형절차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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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6 0 0 0 0 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기 관 장 박혜자● 임 직 원 수●

주 소● 053-714-0114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1999년 4월 22일 설립되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질 높은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 나가는 

한편, 사회 흐름 속에서 최적의 ICT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상 | 창의융합(Fusion), 열린포용(Accompany), 혁신선도(Innovation), 사람존중(Respect)의 핵심가치(FAIR)를 함양한 인재

모집분야 행정직/전산직 등 근무지 대구광역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7,18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행정직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검증 2021년 4월

3 필기전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직업기초영역 및 직무수행영역 통합면접 실시 2021년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온라인 등록)

(해당자)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 마감시간까지 등기 제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경력·자격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일에 제출

우대사항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대구·경북/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2013년 10월, 대구광역시지 방 이 전●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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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직/전산직 등 근무지 대구광역시

모집인원 약 20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12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3월

서류전형: 2021년 4월

면접전형: 2021년 4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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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기 관 장 공석●

주 소● 02-967-4911대 표 전 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청량리동)

기관소개 |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창의성을 갖춘 인재, 국제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품위, 품격을 지닌 인재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6 0 4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관리직 근무지 서울특별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1명, 경력 5명 ※ 상기 인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7,500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관리직 신입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2021년 4월

3 필기 또는 실기전형
(필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기) 해당분야 실기 100%

(공통)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
2021년 4월

4 면접전형 발표면접 40%, 종합면접 60% 2021년 5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건강검진, 제출서류 진위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 등 2021년 6월

※ 후속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온라인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 학위, 자격증 등 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온라인 제출)

(면접전형 합격자) 교육사항·경력 및 경험사항·자격사항,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 일체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외국어] 연구직 석사의 경우 TOEIC 750점, New TEPS 594점, TOEFL(IBT) 85점, TEPS Speaking 53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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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연구사업직, 기능사업직, 위촉직(무기계약) 근무지 서울특별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4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직종별 상이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2021년 4월

3 필기 또는 실기전형
(필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기) 해당분야 실기 100%

(공통)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종합면접 100% 2021년 5월

5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건강검진, 제출서류 진위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 등 2021년 6월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온라인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 학위, 자격증 등 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온라인 제출)

(면접전형 합격자) 교육사항·경력 및 경험사항·자격사항,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 일체 증빙서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외국어] 연구사업직 석사의 경우 TOEIC 750점, New TEPS 594점, TOEFL(IBT) 85점, TEPS Speaking 53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연구지원, 행정지원 근무지 서울특별시

모집인원 약 18명 계약기간
2021년 8월 ~ 2022년 6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대학(대학원) 졸업자: 대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자는 제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제대군인의 경우 1 ~ 3세 응시상한 연장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상이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6월

서류전형: 2021년 6월

면접전형: 2021년 7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79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기 관 장 박상진● 50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42-868-7114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장동 171번지)

기관소개 |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정

부출연연구기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5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근무지 대전(본원)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1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582천원 수준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2월

2 서류전형 직무적합도 평가(직무기술서 기반), 연구실적심사(연구직만 해당) 2021년 2~3월

3 필기전형 NCS 기반 필기평가(연구직은 제외), 인성검사 2021년 2~3월

4 면접전형 세미나발표(연구직만 해당), 개별면접 2021년 3~4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4월

※ 상기일정은 연구원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인재상 | 

창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창조적인 인재

도전: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융복합: 협력하는 연구로 세계일류를 선도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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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연구지원 근무지 대전(본원), 부산, 김해

모집인원 21명 계약기간
8개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이공계 학사, 석사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한자

입사시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 청년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남자인 경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이후 결격사유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입사시점(임용예정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미취업자)

2021년 3월 31일 이내 근무 가능한 자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0년 12월~2021년 1월

서류전형: 2021년 1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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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ww.kbsi.re.kr

기 관 장 신형식● 396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42-865-3500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관소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1988년 8월에 설
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대형연구장비를 기반으로 바이오, 환경·나노, 장비개발 등 기초연구 전 분야에 걸
쳐 글로벌 융합형 첨단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 0 1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경영지원 전분야, 연구정책분야 근무지 대전(대덕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0,188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PT발표면접, 인성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2차 채용은 8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면접전형 대상자]

대학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어학성적] 

TOEIC 700, TOEFL(iBT) 79, TEPS 555(NewTEPS 300), TOEIC-S 120, OPIC IM1 이상 (직무상 필요시 요구가능)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협력인(Cooperative) : 고객과 조직을 존중하는 인재, 열린 마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

전문인(Professional)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창조인(Creative)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성과를 지향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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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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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보조, 연구보조 근무지 대전(본원) 및 지역센터

모집인원 약 100명 계약기간
2021년 4월 ~ 12월 예정

※ 체험형 인턴(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및 전공은 분야별 상이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3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4월

※ 하반기 채용은 2021년 6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연구정책분야 근무지 대전(대덕본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5,995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021년 5월

4 면접전형 토론면접, PT발표면접, 인성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면접전형 대상자]

대학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

[어학성적] 

- TOEIC 700, TOEFL(iBT) 79, TEPS 555(NewTEPS 300), TOEIC-S 120, OPIC IM1 이상 (직무상 필요시 요구가능)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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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기 관 장 김계홍●

주 소● 044-861-0300대 표 전 화●
세종특별자치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기관소개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7월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
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법률문화 향상
에 기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인재상 |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균형 잡힌 전문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4년 1월, 세종지 방 이 전●

모집분야 법제연구(연구직)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7,000천원(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5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0년 5 ~ 6월

3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2020년 5 ~ 6월

4 연구계획서 발표회 3년간 연구계획서 작성 및 발표 2020년 6월

5 면접전형 경험면접 2020년 6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0년 6 ~ 7월

제출서류 -

우대사항 -

기타 -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13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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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지원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모집인원 약 5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2022년 1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사학위 이상,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1~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2월

채용예정: 2021년 3 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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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www.kasfo.or.kr

기 관 장 지병문● 121명임 직 원 수●

주 소● 053-770-2500대 표 전 화●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기관소개 | <설립목적>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미래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기관 파트너를 목표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분석 및 점검 수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행복기숙사 건립·운영으로 대

학생 및 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 폐교대학 학사정보 관리를 통해 구성원 학습권 보장 및 행정편의 제공 ,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 및 산단 회계·세무 실무자 육성

인재상 | 신뢰 : 국민·고객의 신뢰, 책임 : 사회적 책임, 상생 : 함께하는 성장, 안전 : 안전 최우선 경영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4 0 3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4년 3월, 대구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일반행정, 전산, 기록물관리 근무지 대구(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4명(5급 상당)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2,000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50), 직무수행능력 평가(50)*

* 재단 사업 및 분야별 전공지식
2021년 5월

3 서류전형 제출서류 기반 적성평가 - 자기소개서(70), 직무능력기술서(30) 2021년 5월

4 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 2021년 5월

5 면접전형(1차·최종) (1차) 토론면접 (최종) 상황·경험면접 2021년 5월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전형단계별 최저합격기준(만점의 60~80%) 미달 시 합격자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최종면접 최저합격기준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시보 임용하며, 3개월 시보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기타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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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회계사 근무지 대구(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3명(4급 상당)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000천원 수준(성과급 제외)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2 서류전형 제출서류 기반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70), 직무능력기술서(30) 2021년 5월

3 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 2021년 5월

4 면접전형(1차·최종) 상황·경험면접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

※ 전형단계별 최저합격기준(만점의 60~80%) 미달 시 합격자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최종면접 최저합격기준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시보 임용하며, 3개월 시보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기타

회계사 등 필수 응시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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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기 관 장 이낙규● 1,13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41-589-8114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소개 | 우리 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산업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어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
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 책임·공헌, 창의·열정, 소통·신뢰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2 0 3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일반직(연구, 행정) 근무지 천안(본원), 지역본부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2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733천원(2020년 알리오 기준/직종 미구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예정)

2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등(행정부문에 한하여 실시) 2021년 2월(예정)

3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예정)

4 면접전형 전공면접 및 최종면접 2021년 3월(예정)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예정)

※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차 채용은 6월 이후부터 진행예정)

제출서류

(공통)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일반직(연구)) 연구실적 등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채용공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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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연구지원직(기술) 근무지 천안(본원), 지역본부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명(예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733천원(2020년 알리오 기준/직종 미구분)

※ ALIO 신입 초임 작성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예정)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예정)

3 면접전형 전공면접 및 최종면접 2021년 3월(예정)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예정)

※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채용공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무기계약직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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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www.kicet.re.kr

기 관 장 유광수● 222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55-792-2501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5년 3월, 경남지 방 이 전●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충무공동 15-4)

기관소개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어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정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세라믹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인재상 | 창의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KICET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 0 5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연구직 근무지 진주(본사), 이천, 오송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2,23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응시자격, 연구실적, 경력사항 등(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면접전형 직무역량, 인품, 태도 등(발표면접) 2021년 3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8월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 단,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 가능

제출서류

(공통_온라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연구실적 목록, 경력・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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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연구보조 근무지 진주(본사), 이천, 오송

모집인원 약 40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면접전형: 2021년 3월

채용예정: 2021년 5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연구지원직, 행정지원직, 공무직 근무지 진주(본사), 이천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5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지원직) 36,65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2월

2 서류전형 응시자격, 연구실적, 경력사항 등(우대사항 가점) 2021년 2월

3 면접전형 직무역량, 인품, 태도 등 (발표면접 등) 2021년 3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3월

※ 8월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 단,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 가능

제출서류

(공통_온라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연구실적 목록, 경력·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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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기 관 장 박동준● 341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임 직 원 수●

주 소● 063-219-9212대 표 전 화●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7년 9월, 전북 완주군지 방 이 전●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기관소개 |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인재상 | 전문인, 청렴인, 협력인, 혁신인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연구(식품공학, 생명공학), 기술(정보통신, 건설, 보건), 기능(식품미생물) 근무지 전북 혁신도시(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경력 10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8,424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1월

2 1단계 전형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모집분야 적합성 심사 2021년 1월

3 2단계 전형 (발표전형) 전공분야 적합성 및 향후 연구계획 등 발표 2021년 1월

4 3단계 전형 (심층면접) 개별 심층면접 심사 2021년 2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2월

※ 2차 채용은 3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기타 우대사항 및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

우대사항
관계법 및 원내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지역인재(전북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증빙서 제출 시 우대

우대자격증: 지원분야(기술직, 기능직) 직무관련 자격증 제출 시 우대

기타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92 ※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기 관 장 노정혜● 598명임 직 원 수●

주 소● 042- 869-6114대 표 전 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기관소개 | 전 학문분야의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인재상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 마인드를 갖춘 연구경영전문가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6 0 1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모집분야 연구관리 일반(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등 근무지 대전(본원) 및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26명 내외 예정 (채용인원 미확정)

※ 일정기간 인턴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전환여부 결정(채용형 인턴제)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7,727천원 내외 수준(성과급 등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등 2021년 3∼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다차원평가 등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심층면접(분야별 및 총괄 면접 전형) 등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등 2021년 6∼7월

※ 상기 추진일정 및 평가기준, 세부 채용분야 등은 기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온라인) 등

(해당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종 면접전형 이전 증빙자료 제출 등

(해당자) 필요 시, 단계별 요청자료는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공지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재단 체험형 인턴 근무 경력자 등(각 전형단계별 우대(가점) 기준이 상이함)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 상기 채용예정 현황 등은 기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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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고객지원 근무지 대전(본원) 및 서울

모집인원 약 43명 내외 계약기간 2021년 3월 ~ 8월 예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2월 중

서류전형: 2021년 2∼3월 중

면접전형: 2021년 2∼3월 중

채용예정: 2021년 3월 중

* 상기 채용예정 현황 및 일정 등은 기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모집분야 서무 및 사무관리 등(세부 모집분야 미확정) 근무지 대전(본원) 및 서울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10명 내외 예정(채용인원 미확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0,000천원 내외 수준(성과급 등 포함)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등 2021년 3∼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2021년 4∼5월

4 면접전형 심층면접(분야별 및 총괄 면접 전형) 등 2021년 5∼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등 2021년 6∼7월

※ 상기 추진일정 및 평가기준, 세부 채용분야 등은 기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온라인) 등

(해당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종 면접전형 이전 증빙자료 제출 등

(해당자) 필요 시, 단계별 요청자료는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공지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재단 체험형 인턴 근무 경력자 등(각 전형단계별 우대(가점) 기준이 상이함)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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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www.kaeri.re.kr

기 관 장 박원석● 1,699명임 직 원 수●

주 소● 042-868-8672대 표 전 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기관소개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
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 촉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재상 |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전문人, 소통하고 융화하는 협력人, 도전하고 변화하는 열정人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7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1984년 4월, 대전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연구, 기술, 행정, 청경 근무지 대전(본원), 정읍(분원), 경주(분원)

모집인원
[전일제] 9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52,721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석사이상 모집분야: 기관이해, 논문 및 특허실적, 직무 관련 교육 및 역량,

연구원 인재상 부합여부 등

학사이하 모집분야: (필기 전)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증

(필기 후) 기관이해, 연구원 인재상 부합 여부 등

청원경찰 모집분야: 기관이해, 연구원 인재상 부합 여부 등

2021년 3~4월

3 필기·체력심사 전형
학사이하 모집분야: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청원경찰 모집분야: 법규시험, 체력심사
2021년 4월

4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직무능력심사(발표면접): 전문성 및 직무적합성, 발표내용의 우수성, 발전가능성 등

인성검사: 종합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종합면접심사: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청렴 및 윤리의식, 연구원 인재상 부합여부 등

2021년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등 채용 결격사유 등 조회 2021년 6월

※ 2차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기타 연구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외 서류는 서류전형 이후 합격자에 한해 제출요청

우대사항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등

기타

[외국어] TOEIC 700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TOEIC Speaking 120점, TEPS Speaking 50, OPIc IM1 이상 택1

(직무기술서 필수자격란에서 요구하는 모집분야에 한함)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95※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연구기관 실무경험 체득 근무지 대전(본원), 정읍(분원), 경주(분원)

모집인원 약 32명 계약기간
2021년 5월 ~ 12월 예정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휴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지 않으며 최종학위 취득(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6월 ~ 7월 중

서류전형: 2021년 7월 ~ 8월 중

면접전형: 2021년 7월 ~ 8월 중

채용예정: 2021년 9월 1일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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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www.keri.re.kr

기 관 장 최규하● 554명임 직 원 수●

주 소● 055-280-1114대 표 전 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한국전기연구원

기관소개 | 전력사업, 전기공업 및 전기이용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

인재상 | LEADER - Leading(선도), Excellence(탁월), Activity(활력), Dedication(헌신), Endeavor(노력), Respect(존경)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7 0 2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근무지 창원, 안산, 의왕, 광주

모집인원
[전일제] 7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4,684천원(신입직원 초임 2020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예상)

2 1차 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기반 서류심사 2021년 3월(예상)

3 인성 검사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4월(예상)

4 2차 전형 채용세미나(전공과 연구경력 및 입사 후 계획 등을 발표) 2021년 5월(예상)

5 3차 전형 면접심사(개별심층면접) 2021년 5월(예상)

6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예상)

※ 전형일정은 미정이며, 위 일정은 예상일정임

※ 2차 채용은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3차전형 합격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신원조회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영어능력우수자(TOEIC 900점, TOEIC SPEAKING 160점, OPIc IM3, TEPS 435점, TEPS-SPEAKING 67점, TOEFL(IBT) 105점 이상) : 1차 전형 시 5점 가점 부여

여성과학기술인 : 직무능력이 동등 수준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채용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우대사항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연구교육

297※ 기관 개요 및 채용정보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집분야 실무직 근무지 안산, 광주

모집인원
[전일제] 2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3,000천원 내외(신입 초임 2020년 기준)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예상)

2 1차전형(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기반 서류심사 2021년 4월(예상)

3 2차전형(면접전형) 실무면접 2021년 5월(예상)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6월(예상)

※ 전형일정은 미정이며, 위 일정은 예상일정임

※ 추가 채용이 진행될 경우,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차전형 합격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경력사항·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신원조회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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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56 0 19 0 0 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기 관 장 김명준●

주 소● 1466-38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의 신가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등의 국가의 국력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인재상 | 창의·도전, 변화·혁신, 소통·협력

모집분야
행정직(경영·회계·사무, 사업관리), 연구직(전기,전자)

기술직(지식재산관리,산업안전관리, 정보기술개발/운영)
근무지 대전(본사) 및 대구, 광주, 서울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56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39,113천원 수준(성과급 포함/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블라인드 점검, 우대사항 가점 2020년 11월

3 면접전형 전공면접, 종합면접, 인성검사(온라인)
2020년 12월~

2021년 1월

4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월

※ 상반기 채용은 현재 진행 中

전일제 전형 (2차 채용)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블라인드 점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전공면접, 종합면접,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월 ~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연구직) 최종학위 논문 요약 1부, 연구실적물 증빙자료 각 1부(각 연구실적물 당 3페이지 이내)

 ※ 연구실적물 증빙자료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학교명 및 학교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masking(가림작업) 후 제출해야 함      

 ※ 논문 첫 장(논문명, 학술지명, Vol. No. 등이 확인가능 해야함)

 ※ 지식재산권 첫 장(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이 확인가능 해야 함)

(해당자) 기술직 중 관련 자격증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임 직 원 수● 2,313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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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실무직(연구행정지원, 연구지원) 근무지 대전(본사) 및 대구, 광주, 서울 등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경력 19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미정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0년 10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블라인드 점검, 우대사항 가점 2020년 11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0년 12월

4 면접전형 종합면접,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1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1월

※ 상반기 채용은 현재 진행 中

전일제 전형 (2차 채용)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블라인드 점검, 우대사항 가점 2021년 4월

3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종합면접, 인성검사(온라인) 2021년 5월 ~ 6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2021년 7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②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사무행정, 연구지원 근무지 대전(본사) 및 대구, 광주, 서울 등 

모집인원
약 200명

(하계 100명, 동계 100명)
계약기간 대학교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학부 3 ~ 4학년 재학생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5 ~ 6월, 2021년 11월

서류전형: 2021년 6 ~ 7월, 2021년 12월 

채용예정: 2021년 8월, 2022년 1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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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기 관 장 김유찬●

주 소● 044-414-2165대 표 전 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관소개 |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기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
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연구기관

인재상 | 

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38 0 0 0 0 0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2014년 10월, 세종지 방 이 전●

모집분야 연구직, 행정직(전문직)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본원) 및 서울(분원)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38명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28,213천원 수준(성과급 별도)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전일제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시채용

(3월, 6월, 9월, 12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확인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평가

수시채용

(3월, 6월, 9월, 12월)

3 필기전형 (연구직) 인성검사(온라인), (행정직·전문직) 필기시험
수시채용

(3월, 6월, 9월, 12월)

4 면접전형 심층면접(블라인드 채용 면접)
수시채용

(3월, 6월, 9월, 12월)

5 결격사유 조회 채용 결격사유 조회
수시채용

(3월, 6월, 9월, 12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등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우대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등

우대 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임 직 원 수● 333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신뢰 받는 공공기관 정책 연구에 기여하는 전문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의 인성을 겸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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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부문

모집분야 행정 및 연구 지원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본원) 및 서울(분원)

모집인원 약 13명 계약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

※ 기간제 계약직

지원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1년 1~2월

서류전형: 2021년 2월 중

면접전형: 2021년 3월 중

채용예정: 2021년 3월

※ 상기 모집인원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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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고졸채용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9 0 1 0 0 0

한국천문연구원 www.kasi.re.kr

기 관 장 이형목●

주 소● 042-865-3333대 표 전 화●

(단위: 명)정규직 부문

기관소개 | 1. 설립목적: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 2. 임무 :천문학과 우주과

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대형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개발,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사업 수행, 역 및 표준시의 관리 등 국가 천문업무의 수행, 대 국민 천문지식 

및 정보 보급사업, 정부·민간·법인·단체 등과 연구 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

인재상 | 

모집분야 일반행정, 연구 근무지 대전(본사)

모집인원
[전일제] 신입 9명(연구직은 관련 학위 소지자)

[시간제] 해당사항 없음
연봉

(신입기준)

[전일제] 약 41,964천원 수준(성과급 포함) ※ ALIO 신입 초임 기준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

전형절차

전일제 행정직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연구회 주관) 2021년 3 ~ 4월

3 필기전형(행정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온라인)(연구회 주관) 2021년 4월

4 면접전형(행정직) PT면접, 인성면접 2021년 4 ~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서류검증) 2021년 5 ~ 6월

전일제 연구직 전형 평가기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1년 3월

2 서류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증, 우대사항 가점 2021년 3 ~ 4월

3 발표전형 연구실적 발표 2021년 4월

4 면접전형 인성면접 2021년 4 ~ 5월

5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채용 결격사유 조회(적부심사, 서류검증) 2021년 5 ~ 6월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행정직)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배려계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여성과학기술인(연구/기술직) 등

우대자격증: 지원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외국어] TOEIC 750점, TEPS 594점, TOEFL(IBT) 85점, TOEFL(CBT) 213점, TOEIC Speaking 140점, OPIc IM2 이상 택1

(서류전형에서 기본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상기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일반정규직 채용계획

기타공공기관기 관 유 형●

해당사항 없음지 방 이 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임 직 원 수● 277명
※ ALIO 20년 3분기 기준

창조人(天: 우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人) 지식人(知: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
한 리더형 지식人) 융합人(仁: 소통과 존중으로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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