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채용부문 업무내용 채용인원 

자점검사전담자 - 영업점 “일일검사자”업무 000명 

자금세탁방지업무 - STR, CTR, CDD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0명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 - 고객대상 수익률 안내, 만기관리 안내 등 00명 

퇴직연금 OP 업무지원 - 퇴직연금 후선 업무의뢰에 대한 전산등록업무 수행 등 0명 

집단대출 전산입력지원 
- 영업점 집단대출 관련 전산(Mystar 단말) 등  

집단대출 지원관련 업무 
0명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업무 -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 서류 확인 및 전산등록 등 0명 

외환 Sanction 점검 - 무역대금 송금 증빙서류에 대한 Sanction 검토 0명 

신탁 비대면 센터 근무인력 - 신탁상품 관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력 모집 0명 

기업뱅킹「One Stop신규」적정성 점검 - 비대면 신규신청 법인촬영 서류검토 및 신규정보 검증 0명 

KB스타샷 서비스업무 - 중요증서 후선발급 및 물류관리 업무 0명 

통신비밀보호 및 부정회선 관련 

대외문서 관리 담당자 
- 수사공문 회신 및 부정회선 관리 0명 

자점검사자(MVNO) - 부서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0명 

* 채용부문간 중복지원 불가하오니 지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조건 

구 분 비 고 

모집대상 - 파트타이머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 6개월 단위 계약 (최장 1년) 

근무시간 
일급제 시간급제 

실근무 8시간 실근무 5시간 

KB국민은행 2020년 하반기『퇴직직원 재채용』공고 



보수 

(공통) 

※ 現 파트타이머 수준 (예시, 세전) 

 ㅇ 일급제 : 74,800원 × 31일(주휴일 포함) = 2,318,800원 

 ㅇ 시급제 : 9,350원 × 5시간 × 31일 (주휴일 포함) = 1,449,250원 

- 정률성과급(설날,추석, 근로자의 날) 별도 지급  

- 1개월 만근 시 익월 발생하는 연차 발생 분 미사용 시 연차수당 보상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보수 74,800원 / 일 9,350원 / 시간 

기타 

복지후생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재해보상금 지급  

- 경조금 지급 

- 복지카드 지원 (매년『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결과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공통자격 

    - 학력/전공/연령 제한사항 없음 

    - KB국민은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로서 퇴직 후 1년이상 경과한 자 

  (2015년 6월 및 2016년(1월 및 7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희망퇴직자에 한함) 

※ 채용부문별 세부 지원자격이 상이하기에 별도 확인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6.11(목) ~ 6.15(월)  

※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접속이 급증하여 지원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당행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incruit.com/kbstar)에서 온라인 지원서 등록 

(경로 : 채용공고 > KB퇴직직원 재채용 > 해당공고선택 > 공고 하단부의 ‘지원서 작성’) 

 

 전형절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6.23 (화) 17:00 예정 

 면접전형 : 2020.6.24(수) ~ 6.26(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6.29(월) 18:00 예정  

 근무시작일: 2020.7.1(수) 예정 (채용일 좌동)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기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는 우대합니다. 

 합격자 발표 등 채용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은 당행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행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kbstar)에서 ‘채용문의’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채용 부문 담당부서 담당자 

자점검사전담자 준법지원부 
팀장 노창수, 차장 이동현, 과장 홍지혜 

(02-2073-7260, 4667, 2414) 

자금세탁방지업무 자금세탁방지부 
팀장 김근효, 대리 김천별 

(02-2073-4896, 7253)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 연금기획부 
팀장 최철환, 차장 김소영 

(02-2073-4341, 8132) 

퇴직연금 OP 업무지원 연금기획부 
팀장 김웅주, 계장 한미정 

(02-2073-3729, 5881) 

집단대출 전산입력지원 아웃바운드지원부 
팀장 김기철, 수석차장 김용혁, 차장 배현민 

(02-2073-4794, 4866, 2679)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업무 WM상품부 
팀장 이상희, 차장 이영동, 차장 한정민, 대리 김현수 

(02-2073-8751, 8785, 8768, 8748) 

외환 Sanction 점검 외환업무지원부 
팀장 손지희, 차장 김효섭 

(02-2073-2564, 2497) 

신탁 비대면 센터 근무인력 신탁사업부 
팀장 이형우, 팀원 김경아 

(02-2073-3893, 3749) 

기업뱅킹「One Stop신규」적정성 점검 기업디지털지원부 
팀장 유기원, 차장 박정민, 대리 민경강 

(02-2073-2667, 3923, 3925) 

KB스타샷 서비스업무 업무지원센터 
팀장 김만용, 차장 이용식 

(02-3396-2100, 2002) 

통신비밀보호 및 부정회선 관련 

대외문서 관리 담당자 
MVNO사업단 

팀장 김동욱, 팀원 김대오 

(02-2073-2036, 2678) 

자점검사자(MVNO) MVNO사업단 
팀장 김동욱, 팀원 김대오 

(02-2073-2036, 2678) 

http://recruit.incruit.com/kb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