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작성 가이드



1. [신규 작성하기] 클릭

(1) [인재 POOL]에 등록된 정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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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선택

(1) [인재 POOL]에 등록된 정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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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AIL, PASSWORD 등록

(1) [인재 POOL]에 등록된 정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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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빙분야] 선택
5. [POOL 불러오기] 클릭
6. 상시채용 Pool에 등록했던 비밀번호 입력 후 [불러오기] 클릭
7. 불러오기 완료

(1) [인재 POOL]에 등록된 정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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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작성의 경우

1. 최초 지원 시 [신규 작성하기] 클릭

※임시저장 후 추가 작성 시 최초 등록했던 E-MAIL/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선택

(2) 신규 작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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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AIL, PASSWORD 등록

(2) 신규 작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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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버튼 클릭
2. 생성된 팝업창에서 트랙 구분 선택
3. 지원 초빙분야 선택
4. [확인] 버튼 클릭

신규 작성 시

①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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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분야] 버튼 클릭
2. 팝업창 좌측 분야코드 대항목, 하위항목 단계별 선택
3. 팝업창 우측 세부 코드명 선택
4. [확인] 버튼 클릭

신규 작성 시

①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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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자번호] 입력

※ 임용예정일은 초빙분야 선택 시 자동 기입됩니다.
※ 접수번호는 지원서 접수 완료 시 자동 생성됩니다.

신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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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작성】

※ 기본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클릭
※ 기본사항 저장해야 하단의 학력, 경력사항 등의 항목 입력 가능
※ 현근무 중인 직장이 없을 경우, [현근무지명]에는 ‘해당없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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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필수입력값) 작성】

1. [추가] 버튼 클릭
2. [학교구분]에서 (학사/석사/박사/석박사) 선택
3. [학교명 검색] 버튼 클릭
4. 팝업창에서 키워드로 학교명 조회

(예 : UCLA의 경우 California로 조회)
※ 학교명 조회 안될 경우 [미등록학교신청] 메뉴 통해

학교 등록 신청 (해외대학은 영문명으로 기재)
5. [학과명, 학위명, 전공명, 입학일 및 졸업일] 입력

※ 졸업일의 경우, 학위 수여(예정)일 기재
※ 학위명의 경우, 가장 유사한 학위명 선택

6. [지도교수, 평점, 만점기준, 최종학위 논문제목] 입력
7. 학/석/박사 과정 성적표 및 졸업증명서 스캔(PDF) 파일 업로드

※ 외국대학 졸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위기 등 졸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8. [저장] 버튼 클릭

①

③②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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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록신청’】

※ 학교명 조회 안될 경우 [미등록학교신청] 메뉴 통해
학교 등록 신청

※ 외국대학의 경우 학교명, 학교영문명 모두 영어로 기재
※ 향후 처리 여부 확인은 ‘미등록학교신청’메뉴를 다시

클릭 시 ‘처리완료여부＇에 ‘Y’ 또는 ‘N’으로 표기되며,
비고란을 통해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 000대학으로 검색하여 적용 요망)

※ 대부분의 학교는 등록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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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경력사항 작성】

1. [추가]버튼 클릭 후 [경력사항] 입력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퇴사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력 방법

-3월 임용의 경우 : 2월 28일
-9월 임용의 경우 : 8월31일

※ 증빙 가능한 모든 경력 사항 기재 가능

※ 경력별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 증명 가능한 서류 스캔(PDF) 파일 업로드

2.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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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혜 작성】

1. [추가]버튼 클릭 후 ‘연구수혜’ 입력
※ ‘참여연구자수(본인포함)’의 경우 숫자로만 입력 가능
※ ‘연구비’의 경우 단위는 ‘원’으로 입력
※ ’참여형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중 선택
※ 연구수혜 내역 입력 후 증빙가능한 자료 스캔(PDF) 파일 업로드

2.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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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실적 작성】

1. [추가] 버튼 클릭 후 ‘봉사실적’ 입력
※ 작성일까지의 봉사실적 입력 가능

2.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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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논문】

※국제저명분야의 경우 SCI, SCIE, SSCI, A&HCI 실적 인정
※국제전문분야의 경우 SCI, SCIE, SSCI, A&HCI, Scopus 및

기타 국제학술논문, KCI 실적 인정
※Proceeding의 경우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선정한 Computer 

Science 분야 (컴퓨터, 로봇, 전자, 제어 등) 학술대회 논문집에
전문이 수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학술발표논문을 저널에 게재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 가능
하므로 별도로 논문형태를 선택하여 추가 입력

※Proceeding의 경우 반드시 조회하여 입력
(단, 2015년 ~ 2017년 실적의 경우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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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논문】

1. [실적구분] 선택
2. [최종학위논문여부] 선택

※ 해당 논문이 최종학위 논문일 경우 ‘Y’ 선택
3. [대표논문여부] 선택

※ 대표 논문 여부 선택은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
 심사 시 참고를 위해 반드시 선택

4. [발표일자] 선택
5. [논문형태]  선택
6. [학술지명] 입력
7. [논문 제목] 입력
8. [발행기관]  : 학술지명 선택 시 자동완성
9. [DOI(논문아이디)] 입력

①

④
②

⑤
⑥
⑦
⑧

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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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논문】

10. 논문식별번호 입력
※ 각 인덱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SCI급 - WOS: 제외 숫자부터 입력(예 : 000475472400***)
※ SCOPUS/KCI/기타 - 해당 논문식별번호 입력
※ (예 : SCOPUS : 2-s2.0-85070903*** / KCI : ART001947***)
※ 모든 인덱스에 속할 경우 입력 우선 순위는 SCI, SCOPUS, KCI, 

기타 순으로 함
11. [국내/국제 구분]  선택
12. [연구구분] 선택
13. [참여형태] 선택
14. [참여인원(숫자)] 입력
15. [참여자명] 입력
16. [논문요약] 입력
17. [파일첨부]에 해당 연구실적물(PDF) 업로드
18. [저장] 버튼 클릭

※논문 발표년도 기준으로 INDEX(SCI, SCOPUS 등)가 자동 적용됨
따라서 동일 학술지라도 발표일자에 따라 INDEX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⑪
⑬

⑫
⑭

⑮

⑯

⑰

⑱

⑩



【연구실적 작성 - 논문】

※ 최종학위논문의 경우 최종학위논문여부 ‘Y’ 선택 후 발표일자,
논문제목, 논문요약 입력 및 논문 업로드 후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위논문이 지원 시 안내된 논문 인정 기간에 특정학술지에
기재된 경우, 반드시 [추가]버튼을 눌러 대표논문 여부, Index,
학술지명 등 논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연구실적으로 추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적은 최근 5년 간의 실적 입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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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SCI 논문식별번호’】

※ SCI 논문식별번호
: (1) Web of Science 논문 상세페이지 접속

(2) 하단 [더 많은 데이터 필드 표시] 클릭
(3) [식별번호]의 “WOS:” 제외한 숫자 입력

(예 : 000475472400***) 22



【연구실적 작성 – ‘SCOPUS 논문식별번호’】

※ SCOPUS 논문식별번호
: 논문 상세 페이지 상단의 URL창에서 “eid=“ 이후 12자리 수

(예 : 2-s2.0-85070903***) 23



【연구실적 작성 – ‘KCI 논문식별번호’】

※ KCI 논문식별번호
: 논문 상세 페이지 상단의 URL창에서 ART로 시작하는 12자리 수

(예 : ART001947***) 24



【연구실적 작성 - 논문】

※ 학술지명 검색 시 ‘학술지’ 또는 ‘발행기관명’으로 검색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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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학술대회(Proceeding)】

1. 논문형태를 Proceeding으로 선택

2. BK21 플러스 사업 에서 선정한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 학술 대회는
'학술지명'란 에 [조회] 버튼을 통해 학술대회를
검색한 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5년 ~ 2017년 실적의 경우 직접 입력)

※ 이외의 학술대회는 '학술지명'란에 직접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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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학술지등록신청’】

※ 학술지 조회가 안 될 경우, [학술지등록신청] 버튼을 통해 학술지 등록 진행
(신청 내역 내부 심사 후 등록 여부 결정)

※ 향후 처리 여부 확인은 [학술지등록신청] 메뉴를 다시 클릭 시 ‘처리완료여부＇에 ‘Y’ 또는 ‘N’으로 표기되며, 비고란을 통해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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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저서’】

1. [실적구분] 선택 : 저서
2. [저서명] 입력
3. [발행기관] 입력
4. [ISBN] 입력
5. [발행일자] 선택
6. [저서구분] 선택
7. [국내/국제]는 [저서구분] 선택에 따라 자동 입력됨
8. [판구분] 선택
9. [참여형태] 선택
10. [총 쪽수] 숫자 입력
11. [중고교 검인정교과서] 선택
12. [참여저자수] 숫자 입력
13. [참여저자명] 입력
14. [비고] : 추가 사항 기입을 희망 시 입력
15. [파일첨부] : 해당 저서 증명 PDF 업로드

※표지, 목차, ISBN과 초판(개정판)을 확인 가능한
페이지만 업로드

16. [저장] 버튼 클릭

①

②

③

⑯

④
⑤ ⑦
⑥
⑩

⑫

⑧

⑬

⑨
⑪

⑭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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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성 – ‘공연전시’】

1. [실적구분] 선택 : ‘공연전시’
2. [공연전시제목] 입력
3. [지원기관(행사주관기관)] 입력
4. [참여형태] 선택
5. [발표일자] 입력
6. [국내/국제] 선택
7. [참여인원] 입력

※본인과 같은 역할에 속한 총 인원
(예) 안무 역할 인원이 총 10명이면 ‘10’ 입력

8. [참여자명] 입력
9. [대분류] 선택
10. [중분류] 선택
11. [소분류] 선택
12. [비고] : 위 사항에서 표현 되지 못한 내용 상세 입력
13. [파일첨부] : 해당 공연전시 증빙 자료 PDF 업로드
14. [저장] 버튼 클릭

①

⑭

②
③

⑤
⑧
⑨

⑫

⑬

⑩ ⑪

④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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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유 작성】

특허보유 사항에 대해 입력 및 증빙서류 스캔(PDF) 파일 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 출원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음
※ 보유 실적 모두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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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작성】

기술이전 사항에 대해 입력 및 증빙서류 스캔(PDF)파일 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 보유 실적 모두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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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작성】

자격사항에 대해 입력 및 증빙서류 스캔(PDF)파일 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 보유 자격 모두 기재 가능 (단,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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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겸직가능 학과(필수입력값) 작성】

본교에서는 Joint Appointment 겸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A 겸직 제도란 한 명의 교원이 학문적 연계성이
높은 두 학과 (원소속학과, 겸임학과)에 소속되어 두 학과 간의 교육, 연구 협력을 촉진하는 이중 소속 제도입니다.
지원자께서 본교 학과 중 겸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문 분야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교 타 학과 중 JA 겸직가능학과 선택이 어려운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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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겸직가능 학과(필수입력값) 작성】

1. [추가] 버튼 클릭
2. [캠퍼스구분, 대학, 소속명] 선택 후 조회
3. 조회된 결과 중 희망 학과 클릭
4. 선택 후 [저장] 클릭

※ JA겸직가능 학과는 동일 캠퍼스 내의 학과만 선택
가능합니다.

※ JA겸직가능 학과는 희망학과(2순위)와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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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연구계획(필수입력값) 작성 – ‘교육계획’, ‘연구계획’】

교육계획 및 연구계획에 대해 4,000byte 이내로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교육계획 및 연구계획은 영어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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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연구계획(필수입력값) 작성 – ‘강의가능과목’】

강의 가능한 교과목명 자유롭게 작성 후 [저장] 클릭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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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수상 – ‘국제활동 (연구)실적’ 작성】

국제활동 (연구)실적에 대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공동연구 기관명, 교원(연구자)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기간의 경우 예정 연월까지 기재 (예 : 2024.03 ~ 2025.02)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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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수상 – ‘국제활동 (연구)계획’ 작성】

국제활동 (연구)계획에 대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공동연구 기관명, 교원(연구자)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기간의 경우 예정 연월까지 기재 (예 : 2024.03 ~ 2025.02)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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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수상 – ‘국제활동 (교육)실적’ 작성】

국제활동 (교육)실적에 대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공동교육 기관명, 교원(연구자)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기간의 경우 예정 연월까지 기재 (예 : 2024.03 ~ 2025.02)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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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수상 – ‘국제활동 (교육)계획’ 작성】

국제활동 (교육)계획에 대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공동교육 기관명, 교원(연구자)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기간의 경우 예정 연월까지 기재 (예 : 2024.03 ~ 2025.02)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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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수상 – ‘수상실적’ 작성】

수상실적에 대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증빙서류 스캔(PDF)파일 업로드
※ 보유 실적 모두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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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기관)협력 실적 작성】

협력 기관명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실적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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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기관)협력 계획 작성】

예상 협력 기관명을 포함하여 향후 산학협력 계획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예정기간의 경우 예정 연월까지 기재 (예 : 2024.03 ~ 2025.02)
※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 (각 항목별 내용 500byte 이내로 작성)
※ 해당 내용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버튼 클릭

43



기본 사항 및 상단의 탭 별 내용 입력 후 페이지 상단의 [지원서제출] 버튼 클릭을 통해 지원서 제출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상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 접수 안내 이메일 발송
※ 지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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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지원서에 내용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서제출취소] 버튼 클릭 후 내용 추가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 추가 및 수정이 완료된 후, 반드시 [지원서제출] 버튼을 다시 클릭하셔야 최종 접수 처리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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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