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채용부문 업무내용 채용인원 

신탁 비대면 센터 근무인력 

- 신탁상품 관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력 모집 

ㅇ 영상통화 기반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신규를 위한 

영상통화 상담  

ㅇ 기타 신탁관련 업무 지원 

5명 

 

 채용조건 

구 분 비 고 

모집대상 - 파트타이머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일급제 

실근무 8시간 

보수 

(공통) 

※ 現 파트타이머 수준 (예시) 

 ㅇ 일급제 : 74,800원 × 30일(주휴일 포함) = 2,2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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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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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금 지급 

- 매월* 복지카드 지원 (일급제 400,000원) 

   매년『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결과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공통자격 

    - KB국민은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② 자격증 모두 소지해야 함) 

    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②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로서 퇴직 후 1년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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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직원 중, 최종 근무이력이  ‘2019년 하반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지원’ 및 ‘2019년 하반기 

         대출실행센터 파트타이머’인 경우 지원 가능 

KB국민은행 2020년 상반기『퇴직직원 재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4.9(목) ~ 4.16(목) 

※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접속이 급증하여 지원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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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4.22(수) 예정 

 면접전형 : 2020. 4.23(목) ~ 4.27(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28(화) 예정  

 부점배치 : 2020. 5.6(수) 예정 (채용일자 : 2020. 5.6 예정)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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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ruit.incruit.com/kbstar)에서 ‘채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채용 부문 담당부서 담당자 

신탁 비대면 센터 근무인력 신탁사업부 
팀장 이형우, 팀원 김경아 

(02-2073-3893, 3749)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https://recruit.incruit.com/kbstar
https://recruit.incruit.com/kb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