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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STORY
HALF DONE

에듀스는 구직자와 학교 고객에게는 채용 전 단계에 대한 취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15년간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직무적성검사, 면접, 기업 분석자료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와 교육으로 구직자들을 도왔습니다.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과정을 기획 및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자체 개발한 채용도구를 적용하여 기업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많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에듀스의 고객입니다.

EDUCE is a company that provides job solutions 

about a whole employment levels for job seekers 

include university and college customers.

Based on our research requirement of recruitment 

process such as Self-introduction papers, job 

aptitude test, interview and major corporate 

analysis, etc. over the past 15 years,

we have been helping job seekers with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and educational courses on 

recruitment. Also, we have planned, designed and 

implemented recruitment processes for companies 

to recruit talented people. Using our precisely 

designed recruitment tools,  we did enhance the 

satisfaction of our corporate customers.

Many larg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partners of EDUCE.

고객의 성공을 위한,
에듀스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2004-2009
2004년 04월 법인설립

온라인 홈페이지(http://educe.co.kr) 서비스 시작

국내최초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모의테스트 개발

직무적성검사 온라인 솔루션 대학 제공

대학 연계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취업교육 실시

서류, 면접,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모의테스트 동영상 서비스 개시

기업 채용에 활용할 직무적성검사 도구 개발 & 공급

2010-2014
업계 최초 온라인 취업솔루션 개발 및 공급

전국규모의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및 취업교육 실시

삼성직무적성 검사 등 취업 교육 교재 시장 진출 

전국 대학교 잡플래너/가이드북 등 인쇄물 제작

인성,역량,직업 적성 평가 도구(아우란트)의 개발 및 특허 출원

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콘텐츠 연구 개발

에듀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15-현재
기업 채용 대행 및 채용 도구 개발 및 컨설팅

공공기관 NCS시험 출제 및 채용 도구 개발

AI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솔루션 ARI+개발

AI역량검사(면접) 도구 inFACE 개발

AI영어면접 솔루션 inEAR 개발

보안적용 온라인 시험 솔루션 onTEST 개발

AI솔루션 및 취업교육 이러닝 솔루션 전국 150여개 대학 제공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교육 솔루션 제공

(경기도 일자리재단/서울특별시 동작구 등) 

AI기반 채용플랫폼 ROBA 개발

비대면 면접/강의 솔루션 inVIEW/inCLAS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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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EDUCE
에듀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취업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취업 플랫폼 
에듀스

에듀스 사이트(www.educe.co.kr)는 기업 채용정보, 각종 취업교육 컨텐츠, 

진로상담, 교재 등 취업, 진로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와 실시간 기업채용정보, 

스펙검색엔진, 개인별 지원기업관리 등의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취업 플랫폼입니다.

취업 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

에듀스는 업계 최초로 취업 교육에 AI를 도입한 기업으로 현재 다수의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기반 자기소개서 솔루션 ARI+®, AI면접(역량검사) 솔루션 inFACE®, AI영어 면접 

솔루션 inEAR®  등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

에듀스는 많은 기업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공기관에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평가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허를 획득한 진로적성검사와

NCS 시험 문제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에듀스의 우수한 스펙을 가진 60만 회원을 AI 

채용 플랫폼 ROBA®를 통해 직접 기업과 매칭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으로 우수한 
콘텐츠 개발

에듀스는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에듀스가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의 수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플래너, 가이드 북 등 주문형 상품 제작의 요구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자기소개서, 면접, 직무적성 검사 등의 취업콘텐츠

AI자기소개서 작성 도구 ARI+

AI면접 시뮬레이터 inFACE

AI영어면접 inEAR

직무적성검사 eBOOK 솔루션

기업·공공기관

AI 채용 플랫폼 ROBA®

AI자기소개서 평가 도구 ARI+ EP®

AI역량평가 도구 inFACE EP®

비대면 면접 솔루션 inVIEW®

빅데이터 기반 진로적성검사 AULAND

학교

온라인 취업 솔루션

AI솔루션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진로적성검사 AULAND

취업 특강 및 집중 교육

플래너, 가이드 북 외 각종 출판물

대상 고객에 따른 
세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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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E 
FIELD OF BUSINESS
에듀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온라인 사업
Online business

취업교육 사업
Employment training 

business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전략, 자기소개서,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 다양한 

콘텐츠와 실시간 채용정보, 자기소개서 작성도구, 

스펙검색엔진 등의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닝 솔루션인 취업솔루션과 AI 취업 솔루션을 전국 

약 200여개 대학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강의 플랫폼 inCLASS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AI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및 평가 솔루션인 ARI+와 

AI면접(역량검사) 솔루션인 inFACE/AI영어 면접 

솔루션인 inEAR를 전국 대학 및 공공기간,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기반의 채용플랫폼 ROBA와 비대면 채용 솔루션 

inVIEW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채용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Solution business

AI솔루션 사업

Recruiting Platform
business

채용플랫폼 사업

취업을 위한 콘텐츠 혹은 교육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에듀스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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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 취업교육 사업

국내 최초·유일의 온라인 취업교육 플랫폼 

에듀스(http://www.educe.co.kr)를 통해 다양한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듀스 사이트는 단순한 채용정보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기존 

취업 카페의 한계를 탈피하여,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기업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직무적성검사, NCS, 면접 등의 

다양한 이러닝 솔루션을 구축하여 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있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 콘텐츠와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듀스의 핵심 주력 사업으로 200여 개의 대학교에 취업솔루션, 

AI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시간에 주입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식의 취업교육을 

벗어나, 대학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컨설턴트들은  에듀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학교와 고객사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ONLINE 
BUSINESS

EMPLOYMENT 
TRAINING BUSINESS

기업분석/자기소개서/직무적성검사/면접 콘텐츠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NCS 콘텐츠

실시간 채용정보/채용정보 스크랩 서비스

스펙검색엔진/빠른 자기소개서 작성 도구

AI자기소개서/AI면접/AI영어면접

취업솔루션/비대면 강의 솔루션 inCLASS 제공

AI자기소개서/AI면접/AI영어면접 솔루션 제공

직무적성검사 교육 및 기타 취업 교육

진로진단검사 시행

그 외 진로·취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01 02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08

09

CHALLENGE TO
 CATCH A DREAM



AI솔루션 사업 채용플랫폼 사업

최근 몇 년간 AI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에듀스는 AI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최고 권위자와 함께 

취업 교육분야에 AI를 도입하였습니다.

AI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및 평가 솔루션인 ARI+와 AI면접

(역량검사) 솔루션인 inFACE/AI영어면접 inEAR를 전국 대학 및 

공공기간,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에듀스에서 제공하는 기업 채용을 위한 플랫폼 ROBA는 

기존 채용 플랫폼과 달리 AI를 탑재하여 고유의 로직을 통해 보다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전국 150여개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취업솔루션과 

연계하여 채용공고를 통한 모집을 거치지 않고 AI가 최적의 

인재를 추천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대기업·공공기관에 채용도구 및 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SOLUTION 
BUSINESS

RECRUITING PLATFORM 
BUSINESS

AI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및 평가 솔루션 ARI+

AI면접(역량검사) 솔루션 inFACE

AI영어 면접 솔루션 inEAR

BIG DATA기반 진로취업적성검사 AULAND

(특허출원번호 : 10-2011-0105094)

AI기반 채용플랫폼 ROBA

AI 자기소개서 평가 도구

AI면접 솔루션 inFACE EP/비대면 면접 솔루션 inVIEW

AI영어 면접 솔루션

보안적용 온라인 시험 솔루션 onTEST

BIG DATA기반 진로취업적성검사 AULAND UEP

(특허출원번호 : 10-2011-0105094)

NCS필기시험 개발, NCS채용 선발도구 제공

대기업 필기시험 개발 및 선발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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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10

11

CHALLENGE TO
 CATCH A DREAM



에듀스는 

지난 20년간 취업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20년도 이
러한 혁

신의 DNA를 바
탕으로 

끊임없이 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러한 도

전으로 고
객과 함

께 성
장해가는 

㈜에듀스가 될
 것

입니다.

EDUCE’s core value is 

to address your concerns 

about hirin
g & Career

EDUCE has been innovating in job training for the past 20 years.

W
e're going to continue to challenge that w

ith the DNA of this innovation.

Our challenge w
ill be to grow

 w
ith our customers.

(주
)에

듀스 (EDUCE Co., L
td)

서울특별시 마
포구 토

정로 12,  럭
키빌딩 4F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APEC로 17, 센

텀리더스마크 제
2701호

고객센터  15
66-7934   문

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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