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안내
항공안전기술원 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응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합격자 중 정규직·무기계약직 응시자분께서는 전공
세미나면접 전형일정 및 장소를 필히 확인하시고 전형에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2.15.
항공안전기술원장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서류전형 합격여부 및 수험번호는 기술원 채용홈페이지(https://kiast.jobnlab.co.kr)와
서류전형 접수 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전공세미나면접 전형 안내(정규직·무기계약직 대상/기간제근로자 해당 없음)
ㅇ 면접일정
일자

시간
10:00~11:00
11:00~12:00

2021.12.21.(화)

B2

수험번호
10001, 10004, 10006
10014, 10015

13:00~14:00

10039, 10053, 10090

14:00~15:00

10095, 10099, 10103

15:00~16:00

A1

10139, 10155, 10178

16:00~17:00

10180, 10185, 10204

17:00~18:00

10218, 10251, 10258

10:00~11:00
11:00~12:00
2021.12.22.(수)

응시코드

13:30~14:30
14:30~15:30
15:30~16:30
16:30~17:30

A3

A2

B1

10056, 10089, 10110
10119, 10176, 10213
10051, 10069, 10085
10124, 10140
10003, 10005, 10009
10011, 10012

ㅇ 면잡장소: 항공안전기술원 3층 중회의실1(면접장), 2(대기장)
ㅇ 면접방법: 1대多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면접(7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ㅇ 면접주제
응시코드
A1

A2

A3

주제
ㅇ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인증을 위한 환경규격을 비교하시오.
(RTCA DO-160 vs. Mil-STD-810)
ㅇ 이동 무선 채널 개요 및 무인기 비가시권(BVLOS) 비행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시오.
ㅇ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 공공기관의 회계업무 수행 시 지원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ㅇ 국내공항 또는 항공업체는 웹기반의 안전 자율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에서 개발 방법론으로 폭포수 모델과 애자일 방법론, 두 가지를

B1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발 방법론과 해당
프로세스 모델의 장단점을 발표해주십시오.

B2

ㅇ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원의 업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ㅇ 기타사항
- 발표자료는 2021.12.20.(월) 14:00까지 hr@kiast.or.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형식: 파워포인트와 PDF, 2가지 형식으로 모두 제출
※ 발표자료 제출기한 엄수 및 제출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면접시작 20분 전까지 상기 명시된 대기장에 도착하시기 바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 ➂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➃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 ➄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 ➅ 주민
등록등본

■ 전문·소양면접 일정은 2021.12.29.(수) 17:00 전후 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
겠습니다.

■ 기타문의: 항공안전기술원 경영혁신실(☎032-727-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