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이름, 성별, 출생·출신지역, 생년월일(연령), 가족관계·친인척,  혼인여부, 학력(학교명), 종교, 재산, 

신체적 요건(키·체중 등)

 § 블라인드 처리 위반(직접적 유추 가능) 사항 안내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이름
[기준] 입사지원서 기본사항의 성명 기재란 외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 (X), 매사에 꼼꼼한 ‘길동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X)

성별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X)

       - 전경(의경, 병사, 병장)으로 의무복무(사회복무)하여 ~ (X)

         ※ 의무군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사병으로 근무한 것이 표현되지 않도록 “군복무 시절” 등 장교·부사관에도 해당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장교·부사관은 양성 모두 복무 가능)

       - 딸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결혼 후 ‘아내(남편)’와 함께 생활하며 ~ (X)

       -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X)

       - ‘맏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  ‘세 형제(자매)의 막내’로서 ~ (X)

       -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회’의 임원으로서 ~ (X)

       - ‘미스터(미스) 김’으로 불리며 ~ (X)

출생· 

출신지역

[기준] 출생·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 (X), ‘부산00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으며~ (X)

생년월일 

(연령)

[기준] 입사지원서 기본사항의 출생월일 기재란 외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

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X)

가족관계·

친인척

[기준] 가족관계·친인척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부모님’께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X)

혼인여부
[기준] 혼인여부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X), 회사 퇴직 후 ‘와이프’와 단둘이 ~ (X)

학력 

(학교명)

[기준] 학력(학교명)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 졸업논문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연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X)

       -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X)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 지역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며~ (X), 어릴 적부터 매주 ‘성당’에 다니며~ (X)

 

 ※ 직무관련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와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특정지역명은 블라인드 처리 요망(예) OO시설관리공단, OO시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