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채용 지원 시 자주하시는 질문 모음

 기본사항
1. 필수입력항목이 누락되면 저장이 안되오니 빠짐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서 마감일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속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보다
여유있게 최종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채용기간 동안은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월~금 08:30~17:30(점심시간 12:30~13:30))
 입력항목별 Q&A
1. 기본정보
▫ 개인정보 입력 후 저장하기를 누르면 “처리중” 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 첨부 사진이 크거나, 윈도우즈 및 익스플로러의 버전이 지원 불가한 경우입니다.
1) 윈도우XP의 익스플로러8.0 이하에서도 에러가 나시는 경우에는 사진크기를
설명에 나오는 크기(200*240, 300kb 미만)로 바꾸신 후 업로드 해주십시오.
2) 윈도우7이나 8인 경우, 또는 XP의 익스플로러버젼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켜시고 [F12]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아래 화면에서 “브라우저
모드“와 ”문서모드“를 모두 “Internet Explorer 8”로 바꾸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성명 : 공백없이 붙여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x : 홍길동, 洪吉童, Honggildong)

2. 학력사항
▫ 재학기간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입학일~졸업일을 넣으시고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작일은 1일, 종료일은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넣으시면 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명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학교명을 “기타”로 검색하시고 글자 삭제 후
직접 학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고등학교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학교명 “기타” 졸업구분에도 “기타”로 넣으시고 재학기간은
검정고시 취득하신 해 1월1일~12월31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3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된 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에서 검색하시면 “OO대학교(간호)”로
표기되어있사오니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석차 표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0/0“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학점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학과사무실에 수기로라도 받아오셔서 입력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 4년제 대학교 졸업 외에 학사취득하신 분들은 아래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학교선택

학제선택

간호독학사

4년제대학에서 “간호독학사” 선택

“4년제”선택

방송통신대

4년제에서 “방송통신대” 선택

“4년제”선택

전공심화

2~3년제대학에서 해당학교 선택

“전공심화(간호)”선택

학점은행제

4년제대학에서 “학점은행제” 선택

“4년제”선택

RN-BSN

4년제대학에서 해당학교 선택

“RN-BSN”선택

▫ 편입학자(재입학포함)의 경우 성적제출 방법
1) 편입학(재입학) 전후 전공이 동일한 경우(간호과=>간호학과) : 두 학교 성적 모두 제출
2) 편입학(재입학) 전후 전공이 다른 경우(국문학과=>간호학과) : 편입학이후 학교 성적만 제출
3. 자격/경력
▫ 경력사항에 단순 아르바이트, 실습, 봉사활동, 또는 간호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사항도 운전면허 등은 필요가 없으나, 컴퓨터 관련 자격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성적은 입사지원 시점의 점수로 반영되며, 추후 더 좋은 점수가 나와도 대체해드리기
어렵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기간이 유효한 성적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BLS 등 자격증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실 경우 자격증이 이력서에 입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빈 칸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
▫ 좌측에 표시된 글자수는 공백 포함이며 특수문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특수문자 사용, 더블스페이스, 엔터로 줄바꿈 등으로 인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제출
▫ 모든 내용을 저장하셨으면 미리보기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문자 혹은 e-mail로 수험번호를 받으셨다면 완료된 것입니다.
▫ 수험번호는 향후 전형마다 결과 확인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그 외 사항
▫ 면접 시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 서류는 2차면접 시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대상자, 장애인보호대상 포함)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료원
인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