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금융대전

“5점 더 Job아라!”

금융권 채용 프로세스

서류
전형

1. NCS
2. 경제/
경영/금융
3. 인/적성
4. 금융논술
5. 전공

실무
면접

2020년도 하반기 필기시험 강화 예상
1. NCS :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등)
2. 경제경영금융 : 직무수행능력 (금융, 시사경제, 경제학, 경영학 등)
3. 인적성 : GSAT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
4. 금융논술 : 금융공기업 + 농협 5급
5. 전공 : 경제학, 경영학 등 금융공기업 준비
6. 자격증 : 은행FP, AFPK, 신용분석사 등

임원
면접

금융권 필기 전형
기업은행 필기 (2020 상)
1. 일시 : 2020. 6. 13(토), 10:00 ~12:00 총 120분
2. 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약 4.5배수 합격
3. 유형 : 객관식 + 주관식 (총90문항)
① 직업기초능력 6개 영역(객관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② 직무수행능력 영역(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0문항)
: 금융영업(경영/경제/금융/시사 등), 디지털(IT 또는 디지털분야 기초응용지식,
동향)로 구분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역량 평가
4. 특징
 매 전형별 제로 베이스로 진행
 직업기초능력 : PSAT<모듈형의 NCS 문제
 직무수행능력 : 경영(회계 및 재무) 비중이 부쩍 높아짐

금융권 필기 전형
기업은행 필기 기출
1. 직업기초능력
1) 의사소통 : 맞춤법, 문단 순서 배열, 내용 일치 여부, 결론의 추론, 제목 및 주제
찾기, 참/거짓 논리 문제 등
2) 수리 : 방정식(거속시 등), 경우의 수와 확률, 자료의 통합적 해석(그래프 등), 원
금/이자 구하기, 장소 도착(시간/비용/교통수단), 등
3) 문제해결 : 인센티브 계산, 자료 보고 출장 국가 맞추기, 가중치 점수로 등수 구
하기, 조건의 분석 및 적용, 법률/규정/약관의 적용(청약가점제, IRP 가입) 등

4) 조직이해 : 조직도(IBK의 조직 개편), SWOT분석, 결재규정과 전결 등
5) 정보능력 : 엑셀 활용(함수 등), 코드 분석(주민등록번호/바코드 등), 프로그래
밍 언어(C/Java)코딩 문제 등

금융권 필기 전형
2. 직무수행능력
[경제]












실질 GDP 계산 / 공공재(배제성, 경합성 구분) / 가격 탄력성
한국은행 목표 / 고정환율 변동환율 차이와 정책 / 트릴레마
총수요 증가 정책 / 유동성 함정 그래프 및 해결책
필립스 곡선(물가와 실업) / 래퍼곡선
뷰티풀 마인드 영화와 내쉬균형 (죄수의 딜레마)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로렌츠 곡선 / 위대한 개츠비 곡선(계층 이동성)
소득 10분위 분배율
피셔방정식
스태그플레이션과 스크루플레이션
도덕적해이 / 역선택
실업자수 계산

금융권 필기 전형
[경영]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 직접금융, 간접금융 / IPO(기업공개)
증권 관련 :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감자, 출자전환
배당락과 배당기준일 / 무상증자 / 실기주과실/ 사내유보금 / 현금흐름
가격차별(항공사) /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적대적 M&A 방어수단 /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 부채비율
앤소프의 성장전략(시장침투) / 린 스타트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활용한 타인자본비율 산출
회사 재무자료를 활용한 소실(화재) 금액 추정
BCG매트릭스 / 마이클 포터의 5-Force 분석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문제(현금흐름 발생)
기대수익률 산출 / 원가 계산

금융권 필기 전형
[금융 및 시사]














금리인하의 영향 / 달러인덱스 통화
CDS 프리미엄 / 역전세와 깡통전세
역모기지론 / 레버리지 펀드 / 크라우드 펀딩
디드로효과 / 밴드웨건 효과 / 스놉효과
박싱데이 / 할당관세 / 국제유가 상승 시 상황 문제
단카이세대 / 에코세대
파이브 아이즈 (영어권 첩보동맹) / 모라벡의 역설 (인간 vs. 기계)
규제샌드박스 / 스미싱 / 피싱 / 파밍
회색 코뿔소(그림자금융) / 빅배스 / 우리나라 대법관 수
인공태양 프로젝트 (KSTAR) / 환경 협약 (리우)
하우스 디바이드 / SPA 브랜드 / 현금없는 사회의 효과 / 치킨게임
휴면계좌 / ICO / GAFA세 / 디지털세(구글세)
승자의 저주(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 사내 유보금 과세

금융권 필기 전형
[IT/디지털]
 자바 : 코드, 변수/클래스/메소드 구분 등
 OS : 세마포어, 고아 프로세스, 점유와 대기 등
 DB : 정규화, 기본키 등
 네트워크 : TCP와 UDP, HTML 등
 디지털 상식 : 엣지컴퓨팅, 레그테크, 관계형 DB, 데이터 호수(vs. 데이터 창고),

망중립성(QoS), 공개키, 데이터 3법 등
 주관식 : Java Script 코딩 문제, SQL 문제, Java 코딩의 결과값, 허니넷, 스택
(Stack), SMTP, Ipconfig 등

연습 문제
아래 그림은 2008년 ~ 2012년 사이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후반에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보기 지문

① 인플레이션의 도래
② 외국인 자금의 유출

③ CDS 프리미엄 하락
④ 국채 금리 상승
⑤ 기업의 외채상환부담 증가

감사합니다.
www.honjob.co.kr
cafe.naver.com/honj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