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I자기소개서/AI역량평가대비

에듀스 AI솔루션

EDUCE AI PLATFORM

https://inface.ai/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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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개요 에듀스 AI솔루션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환경을 제공합니다.

- 기존홈페이지와 로그인 연동(회원가입 없음)

- 무제한 제공방식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이용관리(엑셀 등)

- 모바일 앱/웹 서비스(옵션)

- API를 통한 기존 홈페이지 메뉴 탑재(옵션)

개요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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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채용 대비는 물론 AI기술을 활용해 기존 채용전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 미래에셋생명

출처 : 이마트 에브리데이

AI면접(AI역량검사 등)의 경우, 현재 기존 채용단계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용과정의 역량평가의 도구 혹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적용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에듀스 역량평가 학습솔루션은 역량평가 대비 학습콘텐츠는

물론 기존의 자기소개서, 면접, 영어회화 등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학습 툴을 제공합니다.

출처 : 종근당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채용전과정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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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면접 AI역량평가 AI영어면접/회화

에듀스 AI솔루션

학습지원

자기소개서 작성

자소서 AI자동완성

내게맞는 항목예시

AI자소서평가/분석

AI표현검사

맞춤법검사

표절검사

기본면접

심화면접

AI게임

AI성향분석

AI역량평가

AI영어면접

AI토스/오픽 TEST

면접 학습강의

AI게임 학습강의

AI역량평가 학습강의

AI자소서 학습강의

영어면접 학습강의

대화형면접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채용전과정대비 AI채용 대비는 물론 AI기술을 활용해 기존 채용전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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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스 AI역량평가 플랫폼은 면접 및 자소서 내용을 AI기술로 점수화해 평가합니다.면접/자소서내용의AI평가

에듀스 AI자소서 결과지에듀스 AI면접 결과지

화상면접/자소서 내용 평가(면접내용 평가 국내유일)

수 만건이 넘는 합격자기소개서를 보유한 에듀스는 빅데이터로 딥러닝한 AI엔진이 응시자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합격자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정도 합격에 가까운지에 대한 점수화 하여 순위를 제공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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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스 AI역량평가 플랫폼은 면접 및 자소서 내용을 AI기술로 점수화해 평가합니다.면접/자소서내용의AI평가

에듀스
빅데이터

학습된모델의
딥러닝

합격/불합격
유사도측정

점수변환
완성도제시

15년 동안 꾸준히

합격자소서를 수집하여, 

현재 수 만건의 합격

자소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최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학습모델을 딥러닝

기술로 구현하였습니다.

합격/불합격 모델에 신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각각의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국내유일)

측정된 각각의 유사도를

수치화 시켜 점수로

만들고 그에따른 순위를

제공합니다.

(국내유일)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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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콘텐츠제공 단순한 AI역량평가를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본 솔루션 하나로 채용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AI역량평가의 각 부분별로 집중 연습해 볼 수 있는 집중학습. - AI역량검사에 대한 대처법 등 디양한 학습동영상 10종 제공

- 제공되는 전체 AI게임 해설동영상 및 팁 제공(24종 이상 제공)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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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평가결과지 역량평가 혹은 자소서의 본인 등수는 물론 직무별 수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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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평가결과지 역량평가 혹은 자소서의 본인 등수는 물론 직무별 수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안면 인식은 물론 음성 및 어휘 분석 정보도 제공합니다.

- 영상은 일정기간 저장되어 응시자가 직접 확인/저장 가능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17

AI영어회화(면접) 에듀스는 다양해진 채용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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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구성 문항수 답변준비시간 시간

Part1 Read a text aloud 문장읽기 1-2 각 45초 각 40초

Part2 Describe a picture 사진묘사 3 45초 40초

Part3
Respond to questions

듣고 질문에 답하기
4-6 각3초

4번: 15초
5번: 15초
6번: 30초

1. 영어면접

세부구성 문항수 답변준비시간 시간

Part1 Read a text aloud 문장읽기 1-2 각 45초 각 40초

Part2 Describe a picture 사진묘사 3 45초 40초

Part3
Respond to questions

듣고 질문에 답하기
4-6 각3초

4번: 15초
5번: 15초
6번: 30초

Part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7-9
정보 읽는 시간: 45초
답변 준비 시간: 각3초

7번: 15초
8번: 15초
9번: 30초

Part5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안하기 10 45초 40초

Part6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 11 30초 40초

2. AI 토스/오픽 Test

AI영어회화(면접) 에듀스는 다양해진 채용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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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자기소개서-자동완성 에듀스는 다양해진 채용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 작성하고자 하는 첫 문장 혹은 구, 절 입력되면 이후 문장을 AI가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카피 해오는 것이 아니라 AI가 문장을 직접 생성하므로 표절의 위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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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대화형 에듀스는 다양해진 채용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차별화 특별혜택

- 정해진 면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응시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재질문 합니다.

- AI면접, AI역량평가뿐만 아니라 화상면접, 대면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 대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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