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지원서 기본 작성 요령
1) 회원가입

임용지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임용지원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판업창이 뜹니다.
‘지원자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용지원서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 지원자 회원가입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

먼저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연락처와 비밀번호를 제외한 일부 정보는 가입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 중 일부는 임용지원서에 자동 기입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각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 한 후에 동의를 누릅니다.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읽
은 후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
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2) 메인화면

▼

로그인에 성공하여 접속된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

[교원임용공고조회] 자세한 채용 공고 목록을 볼 수 있
습니다.
[교원임용지원현황] 자신이 지원/작성한 지원서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의 수정은 불가능)

상단의 채용공고 목록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채용공고상세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뜹니다.

3) 지원서 작성

채용공고상세를 확인한 후에 지원서 작성을 하시려면,
채용공고목록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지원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원하는 지원 분야를 클릭한 후
에 [지원서 작성] 버튼을 눌러
지원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 지원서 작성 페이지 ▼▼

이름 / 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 / 핸드폰 / E-mail은 가입 당시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연락처는 수정 가능합니다.

▼▼ 상단의 기본사항을 모두 입력 하면, 그 밑의 항목을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사항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확인 및 작성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위의 [입력 시 주의사항]박스에 해당되는 메세지가 출력됩니다.

모든 항목은 각기 다른 주의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항목을 작성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각 항목 작성 후에는 반드시 우측 상단의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3.5)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업로드)시 유의할 점
증명서 등의 파일을 첨부 할 때에는, 파일 추가 후에 [업로드]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파일 추가 순서: [파일추가] -> [업로드]

파일 추가 후에 [업로드]를 누르지 않으면 파일
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기타 첨부 항목에서는 업로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파일첨부 후에 우측 상단의 저장만 클릭해주세요.

업로드 버튼이 없지만, 파일추가 후 저장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첨부가 됩니다.
다른 항목으로 이동 하셨다가 돌아와서 제대
로 첨부가 됐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적 증명서(교인 증명서)는 기타첨부에 넣어주세요.

※학력의 경우도 동일하게 작성+파일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학사/박사/석사 행에 각각 첨부 파일(졸업증명,성적증명) 업로드)

<<*교육/경력사항 작성 요령>>
1. 경력-학 학기당 하나의 항목만 생성(단 전문학교, 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생성)
전임교원 경력의 해당학기는 ‘임용 시작학기’로 입력해주세요.
2. 첨부 파일은 한 행에 5개 까지만 가능
3. 각 행에 해당하는 경력 증명서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A학교에서 2010-1, 2010-2, 2013-1 수업했을 시
=> 2010-1행에만 경력증명서 첨부)
예시)
2010-1학기 클릭 후 A대학교, B대학
교 강의증명서 첨부

2011-1학기 클릭 후 C전문대학 강의증명서 첨부

4) 지원서 제출

지원서 작성이 마무리 되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지원서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한 번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 취소 후에 재제출은 가능합니다.
(※제출한 지원서 수정방법: [제출 취소] -> 수정 후 [저장] -> [지원서 제출])
※제출상태에서도 지원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최종 결과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을 원할 때 누릅니다.

제출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을 해도,
저장이 잘 되어있다면 작성했던 지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감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했던 지원서는 제일 상단의 [교원임용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이 수정을 원하는 지원서를 클릭 한 후에 하단의 녹색[지원서 보기]버튼을 누릅니다.

[교원임용지원형황] 항목에서 작성했던(저장된) 지원
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을 끝낸 후에는 마감일 전에 지원서 제출 상태
를 확인하여 잊지 않고 제출합니다.

5) 지원서 수정 & 제출 취소

제출이 되지 않은 [저장]상태의 지원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 이후의 수정은 먼저 [제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 취소 버튼은 화면 상단 [지원서 제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에 해당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제출한 지원서 수정방법: [제출 취소] -> 수정 후 [저장] -> [지원서 제출])
제출 취소는 지원기간 마감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정이 목적이라면 꼭 다시 [지원서 제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태 변경 순서 *))
임시저장 - 제출 - 접수
지원서 접수는 제출 마감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가 제대로 되면 제출한 지원서의 진행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

담당자가 지원서를 접수하면 진행
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마감일 전에 지원서의 진행상태가 ‘제출’로 바뀌어야 지원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원서 완성 후에는 꼭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