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접

AI면접

https://inview.reina.solutions

https://inface.reina.solutions

비대면 면접도구 inVIEW를 통해서 실제 현장처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nFACE EP는 고도화 된 AI 기술을 적용한 기업용 면접 솔루션입니다. 업계 유일의

그리고 강력한 관리자 도구 제공으로 최적화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포함하여 안면인식 기술(Vision Analysis), 성향분석기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

술(PI, Personality Insight)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게 응시자의 인지능력(Cognitive

이제 손쉽게 화상면접을 진행할 시간입니다!

Ability)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inVIEW 주요기능

inFACE 구성

reina Solutions!
화상면접 전용

PT면접 가능

브라우저 기반

모바일 지원

AI를 활용한
모든 채용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

inVIEW 차별화

손쉬운
편리성

REINA를 활용하면 인공지능 AI의 활용이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이 쉬워집니다.
AI자기소개서 평가/AI 면접/AI영어 말하기 평가/
비대면 면접 솔루션까지!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웹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디바이스

기본면접

강력한
보안기능

양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면접관은 본 솔루션에서 메모 혹은 평가

보안에 민감한 참가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비디오
및 콘텐츠는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인지능력

심층면접

자연어
처리 / 평가

STT(Speech to Text)기술을 활용해 응시자의 말을 입력 받아 문
자로 저장합니다. 업계 유일의 NLP 기술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
여 보유역량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면접도구는 PC,모바일 환경 모두 제공하며 1대1,다대다 등 다
를 남길 수 있는 등 화상면접에 최적화된 솔루션 입니다.

영어말하기

inFACE 차별화

에 ID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최적화 도구

성향분석

reina

SOLUTIONS

inFACE EP · inVIEW · ARI+ EP · inEAR EP · onTEST · ROBA

reina

SOLUTIONS
AI면접 / 화상면접 / AI자기소개서 / AI영어말하기
온라인 필기시험 / AI채용플랫폼

COPYRIGHTⓒREINA SOLUTIONS ALL RIGHTS RESERVED.

정밀한
성향평가

인공지능 PI(Personality Insight) 기술을 통해 정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 분석을 바탕으
로 관련된 심층 질문을 진행합니다.

인지능력
검사

인지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직무능력 및 인지능력을 분석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지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AI자기소개서

AI영어말하기평가

온라인 시험 플랫폼

AI채용플랫폼

http://ariplus.reina.solutions

https://inear.reina.solutions

https://ontest.reina.solutions

https://roba.ai

자기소개서 내용의 표절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알아보고

영어면접, 영어말하기를 inEAR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다각화된 평가를 할 수

onTEST는 부정행위 방지기술을 탑재한 온라인 시험 플랫폼입니다.

AI채용플랫폼 ROBA는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채용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은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있습니다. 이제 영어 능력을 오래된 방식인 지필고사가 아닌 실시간 말하기 평가를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뷰모니터링과 스크린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접수도 문제 없도록 Cloud Computing 기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매우 많은 건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채용 전반에 큰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오픽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과 달리 사람이 아닌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채용담당자 전용 콘솔을 제공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술을 적용하였습니다. reina solutions의 모든 솔루션과 연동되므로 채용의 전단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주관적 요인을 배제하여 자기소개서를

AI로 평가하므로 객관적이고 다수의 건수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높였습니다. 또한 감독관 전용 기능을 포함하여 매우 손쉽게 응시자를 관리 및 감독

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Ontology-Running 기술을 활

할 수 있습니다.

용하여 AI가 자동으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게 됩니다.

평가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용 ARI+ 솔루션입니다.

ARI+ 주요기능

inEAR 주요구성

onTEST 주요구성

솔루션 구성
로그인
DASH BOARD

역량 평가

AI평가/분석

지원자의 역량을 분석하고,
지원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

60만 건의 자소서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완결성/역량 등 판정

표절 검사
부족표현, 표절여부,
맞춤법 등 강력한
평가 도구 탑재

발음평가
응시자의 발음을 단어,
문장단위로 AI가
원어민과 비교평가

ARI+ 차별화

역량평가

NLP 기술과 Ontology-running 기술로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
개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는 물론 업종/직무

문법평가
강력한 AI문법 엔진으로
문장에서의 오류와
완결성 평가

주제평가
제시된 그림이나
주어질 질문에 적절한
답을 했는지 AI평가

채용담당자 콘솔
채용담당자 전용의
관리자 기능을 제공
시험 대상자 관리 및 결과 관리

inEAR 차별화

다양한
평가 기준

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발음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며 답변 내용 중에 맞지 않

감독관 기능
응시자 웹카메라 및
화면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 페이지 제공

응시자 페이지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편집을 가진 시험지로
시험 응시

는 문법은 없는지 확인 합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서 주제에 벗어난

웹카메라로 응시자의 전면을 감시할 수 있고, 화면감시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응시자의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녹

부적합
자소서 판정

에 맞지는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절 검사

NLP 기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I의 빠른
처리 속도

전용의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 시험지 설정을 비롯하여 대상자 입
력, 성적처리 등 모든 시험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

서를 학습하여 표절여부를 검사합니다. 필요할 경우 맞춤법도 체

서 상세한 평가(발음/문법/주제) 결과를 응시 후 즉시 제공 합니다.

서류전형 관리

인성검사 관리

필기시험 관리

면접 관리

채용 공고 현황

지원자 현황

ARI+EP

UEP

onTEST

inVIEW

채용 공고 등록

지원자 통계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AI지원자 매칭

※ 상세한 서비스 내용은 로바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차별화

AI가 최적의
인재 추천

강력한 Ontology-Learning 기술이 채용공고에 적합한 인재를

reina
solution과
연동

ARI+, inFACE, onTEST, inVIEW등 reina 솔루션 모든 서비스를

개방형
플랫폼

일정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은 비용 없이 ROBA를 사용할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든 설정을 저장이 되므로 언제든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는 것이 아니므로 AI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또한 AI 도
입으로 인해 다수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크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관리자 기능

기존 영어 말하기 시험과 달리 주관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

온라인에 공개된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총 80만 건의 자기소개

지원자 관리

화되어 사후에 부정행위 여부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지도 확인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inEAR만의 독보적인
다수의 자기소개서는 검토가 필요 없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항목

채용 공고 관리

onTEST 차별화

강화된
감독관 기능

채용사이트 이동

고도의
기술력

AWS의 Cloud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응시자가 동시
접속을 해도 Auto Scaling을 통해 로드를 분산합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시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채용 플랫폼입니다.
※ reina solution의 사용 비용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