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검토 확인서
○ 전형 단계에서 응시원서 항목 및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채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기준 및 예시를 확인하고 동일 내용을 적었을
시 지원서를 수정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할 시 다음과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00대학교 봉사동아리 ‘0000에서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 대학교명이나 동아리명 등을 ‘0000’형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항목은 평가위원에게 공개되는 항목과 인사담당자가 응시자격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평가위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평가위원 공개항목
[대학교] 학위구분, 재학기간, 입학구분, 졸업
구분, 학과/전공
[대학원] 학위구분, 재학기간, 입학구분, 졸업
구분, 학과/전공
[연구실적] 학위논문, 연구논문 및 지식재산권
실적
[경력사항] 직장경력,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격/기타정보] 수상경력, 학내외 활동, 봉사

평가위원 비공개항목

[기본정보]
이름, 영문이름, 지원경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장애여부, 보훈여부, 병역사항,
추가질문
[자격/기타정보] 자격증, 기타서류 첨부

활동
[자기소개서]

- 평가위원 공개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블라인드 위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채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이외에 직장명 등은 기재하셔도
됩니다.

○ 블라인드 관련 위반 예시
블라인드
항목
성명

기준 및 위반예시
평가위원에게 공개되는 응시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군복무_의무복무, 여학생회·여대 재학 등)
- 군복무 시절 저는 창고에서 군수물자 관리를 담당하는 군수병이었습니다.
→ 병사는 남성밖에 없으므로 성별 유추 가능
- 저는 군대 시절 전경으로 복무하며
→ 군대 시절 전경 근무는 남성밖에 없으므로 성별 유추 가능

성별

-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형과 동생 사이에는 다툼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 저는 집안의 맏형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 연구실 후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형으로서 후배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변성기가 와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 여자가 연구업무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출신지역

출신학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상
- 연세대학교 성적우수상 수상
- SNU000(동아리 이름 앞 이니셜을 통해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블라인드 위반 사항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채용공고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유선, E-mail 문의 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서명
본 지원자는 ‘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검토 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지원서에 블라인드 위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채용이 훼손될 우
려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지원자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