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아주대학교의료원 인사복지팀

홍길동
( 왼쪽부터 공백없이)

길동

HONG GILDONG
(성 이름 순 대문자 기재)

1995.12.25

0312195411
(집전화 또는 비상연락처)

01020192019
(전형결과 수신가능번호)

주) 1. 등록하신 사진은 최종합격 후 임용 시 사원증 발급에 사용됩니다.
사용
2. 파일 용량은 300kb 미만의 jpg 파일만 저장 가능합니다.
3. 수번 업로드 가능하니
가능
테스트하시면서 적절한 사진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4. 파일명에 특수문자(!@# $%^ 등) 또는 확장자명(..jpg) 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진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사진을 등록하신 후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주) 1.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ajoumchr@gmail.com 으로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녀) 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증명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2. 여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사항은
병역사항 ‘ 해당없음’ 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능력
1. 공인영어성적 반영은 TOEIC,TOEFL(IBT),TEPS,TOEIC Speaking,Opic 에 한합니다.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됩니다.
인정

3. 기타 시험의 경우 시험명/ 점수/ 응시일/ 시행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학교명이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하단에 학교명을 직접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고등학교 검정고시의 경우 ‘ 검정고시’ 직접 입력 후 기간은 검정고시 취득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 3. 편입학자의 경우 전적대학의 입학구분은 입학. 졸업구분은 수료
편입대학의 입학구분은 편입. 졸업구분은 졸업( 예정)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 학점의 경우 4.5 만점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위적으로 반올림 금지)
표기
( 예 : 학점이 3.46 이면 → 3.46 으로 기재. 3.5 로 기재금지)
주) 5. 대학( 교) 학위명의 경우 졸업 후 취득 학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명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 학위 학사 선택 시 학제는 4년 선택, 학위 전문학사 선택 시 학제는 3년( 또는 2년) 선택
주) 6. 간호 독학사 취득, 편입 전 대학 등 석차 표기가 매우 불가능한 경우는 00/ 00 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분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사항 : 자격/ 면허종류 목록 외 자격증은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 경력사항 : 증빙가능한 경력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합격 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기소개 : 제한된 형식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장과정부터 입사지원동기, 희망업무 및 포부, 본인의 장/ 단점 및
기타 특기사항을 간단히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특수문자를 기재한 경우는 응시원서 출력 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응시원서 작성에 문의사항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인사복지팀으로 바랍니다 (T.031- 219- 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