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채 온라인 지원서 작성 안내
1. 시작
가. https://professor.snu.ac.kr 접속
나. 화면 우측 지원서 작성 클릭

2. 인적사항 입력 : 기본적인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

3. 학력사항 입력

가. 기간은 증명서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함.
나. 구분의 본교, 타교 구분 정확하게 표시함(ex: 서울대 자연대학의 경우 타과).
다. 학사졸업의 경우는 학위 논문명, 지도교수 입력하지 않음.
라. 석·박사 학력 입력 시에는 학위 논문명, 지도교수 반드시 입력함.

4. 경력사항 입력

가. 기간은 증명서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함.
나. 입증 불가 경력(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등)은 입력하지 않음.
다.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구분해서 입력함.
라. 주요경력 및 현 근무처 경력은 체크란 반드시 표기함(중복 및 다중체크 가능).
마. 경력증명서를 기일 내 제출하기 힘든 경우 사유서나 이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원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함. 단, 해당 대학(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5. 연구실적물 입력

가. 영문명으로만 발표된 연구실적물도 한글로 번역하여 국문제목을 입력함.
나. 검색가능 인터넷 주소는 연구실적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이어야 함
(검색가능 인터넷 주소가 없을 경우에만 인터넷 주소 미기재).
다. 공동연구저자가 한국인일 경우 공동저자명 기재란에 반드시 한글성명을 입력함.
마.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원)의 연구실적물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

6. 총괄연구업적 입력

가. 총괄연구업적은 양식다운로드를 클릭 후 엑셀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첨부함(양식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자유양식 가능).
나. 저서, 논문, 특허, 기타에 건수를 반드시 입력하며, 건수와 총괄연구업적 세부 기재
내역이 일치해야 함.

다. 총괄서식의 저서, 논문, 발표, 특허, 기타 항목 중 발표 항목은 공과대학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미기재 해야함).

7. 자기소개서 및 교육 및 연구계획서 입력

가. 자유양식이며, 국·영문 모두 가능함.
나. 영어 외의 언어인 경우 한글 번역 첨부함.

8. 추천자 입력

가. 추천자 상세정보 반드시 입력함.

9. 접수조회

가. 지원서 출력을 클릭 후 지원서 확인함.
나. 승인/미승인 여부는 접수 마감일 이후 일주일 이내(대학(원) 진행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확인할 수 있음.

교수공채 지원 서류 제출 요령 안내
1. 연구실적물 제출 요령
가.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이 3편일 경우 연구실적물은
나. 온라인 지원절차를 마친 이후 먼저 지원서를 출력하고
다. 반드시『출력된

지원서』에 표기된 연구실적물의 순서대로 1, 2, 3편을

한 세트로 구성 후 7세트를 만들어 제출
라. 제출하는 연구실적물 상에서 연구실적물의 출판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논문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시 반드시 논문 출판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발표지 표지와 목차를 함께 제출
마. 온라인 상에 기재한 출판일과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의 출판일이 일치해야 함
바. 논문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 공과대학은 인터넷 출간을 인정함.
- 온라인으로 출판이 되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출간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판된 하드카피본을 제출
- 온라인 정식 출판이라고 명시되거나 확인이 가능한 연구실적물의 경우 온라인
출판 연구실적물(pdf 출력물) 제출
- 논문의 경우 하드카피본 7부이고, 인터넷 출간으로 별도의 원본이 없는 경우 출력
물 7부(pdf 출력물) 제출

2. 지원서, 학․경력증명서, 추천서 제출 요령
가. 서류 편철 순서
- 지원서 →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 → 석사졸업 및 성적증명서 → 박사졸업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는 최근 순으로) → 총괄연구업적 목록 → 자기소개서
→ 교육 및 연구계획서 순으로 한 세트를 구성 후 2세트를 제출
나. 박사졸업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학위기 사본 제출(필수 사항임)
다. 추천서 - 각 1부
- 동일분야 전공자 2명 이상, 추천자가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leesso@snu.ac.kr)
로 발송하여야 함.(지원자 성명과 지원분야 명시)
- 이메일 발송 시,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이미지 파일 포맷(pdf, jpg 등)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편집가능한 파일 포맷(hwp, doc 등)은 접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