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56호
경 영 관 리 부
관리팀(T031-468-9330)

직원 경력경쟁채용 인·적성검사 결과 공고
직원 경력경쟁채용 인·적성검사 결과 및 면접심사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재단법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장

Ⅰ

인·적성검사 결과
직

급

직 위

9급

Ⅱ

경영관리부 팀원

면 접

적 격 자 (응시번호 B-00)
02, 04,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8, 19, 21, 23

심 사

1. 대 상 자
가. 5급: 서류심사 적격자
나. 9급: 인·적성검사 적격자

2. 일

시: 2020. 8. 12.(수) ※응시번호별 면접 접수시간은 면접진행 안내 참고

3. 장

소

가. 접수장소: 중강당(베네치아)
나. 면접장소: 강의실(두바이)
다. 주

소: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84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나눔터(본관) 4층
(대중교통: 마을버스 9번 신안초등학교 하차)

4. 지참물: 신분증, 사진3매(3.5cm×4.5cm) ※미지참 시 응시 불가

5. 면접진행 안내
가. 접수시간 ※시간 미준수 시 면접응시 불가
응시번호

접수시간

A-01, A-03

13:20~13:45

B-02, 04, 06, 07. 08

13:45~14:15

B-09, 11, 12, 13, 14

14:15~14:45

B-15, 16, 18, 19, 21, 23

14:45~15:15

비 고
5급 지원자 면접심사

9급 지원자 면접심사

나. 접수장소: 재단 중강당(베네치아)
다. 면접진행 순서
1) 코로나19 자가진단문진표 작성 및 체온 확인
2) 응시번호 및 신분증 확인 후 면접 심사표 작성
3) 접수장소 대기 후 응시번호 호명 시 면접 심사장 이동
4) 대기 순번에 따라 면접 진행

6. 면접 방식
가. 5급: 자유질문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따라 심사 진행
나. 9급: 답변목록표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에 따라 심사 진행
연 번

평가 항목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가 기준
<합격결정기준>
① 각 위원 채점점수의 평균값이 60점 이상
② 각 위원의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30점 이상
③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인원 중 최고득점자

마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순으로 결정

※ 항목 당 평가 기준점수 : A(20), B(15), C(10), D(5)
※ 동순위자 발생 시 평점요소(가~마 항목)의 순으로 평정기준점수의 총합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채용담당자(070-4550-4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