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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age School District
다음 페이지는 Anchorage School District(앵커리지 교육구, ASD)의 새로운 관리 직책으로 전근하는
데 관심이 있는 현재 관리인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ASD 의 구인 공고는 웹 사이트 www.asdk12.org/workforas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ASD 의 Frontline Recruiting & Hiring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ASD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현 직원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907-7424115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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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중인 일자리 정보 찾기
Anchorage School District 의 고용 정보와 현재 공석인 직책에 대해서는 온라인 AS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있는 노란색 메뉴 버튼 'I WANT TO(원하는 작업)'을 확인하십시오.
2. 'Apply for a Job(취업 지원하기)'를 클릭하십시오.
3. 또는 www.asdk12.org/workforasd 에서 Work for ASD(ASD 고용)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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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고용 페이지
ASD 고용 페이지에서 'Apply for a job' 헤더가 있는 곳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다양한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 내부 직책: 'View positions open to internal applicants(내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직책
보기)'를 클릭해서 모든 ASD 공석을 확인하세요.
o 빨간색 내부 전용 메모로 표시된 직책은 ASD 의 근무자로, 해당 직책과 관련된 교섭
단위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직책: 'View positions open to internal applicants(내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직책
보기)'를 클릭해서 모든 ASD 공석을 확인하세요.
• 공석인 직책의 기본 목록을 보려면, 'View or print a list of open positions(공석 목록 보기 및
프린트)' 링크를 클릭하세요.
• 이미 이전에 지원한 적이 있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싶거나, 어떤 일에 지원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Creat or edit an applicaiton(지원서 작성 또는 편집)'을 클릭해 프로필에
로그인하세요.
o 이전에 지원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이전 이메일을 사용자 이름으로 하여 로그인한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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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구인 공고 보기
구인 중인 관리 직책 보기:
1. Work for ASD 페이지에서, 'View positions open to internal applicants' 버튼을 클릭하세요.
2. 다음 페이지에서, 관리직이라고 표시된 헤더를 찾고 링크를 클릭해 엽니다.
3.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목록이 보일 것입니다. 빨간색(내부 전용) 메모로 표시된
직책은 ASD 의 근무자로, 현재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하고 싶은 직책을 찾아 각 직책을 확인해 보세요. 메인 헤더는 직책, 올린 날짜, 근무
또는 부서 위치를 보여줍니다.
5. 'Additional Information(추가 정보)' 옆 Show/Hide(보기/숨기기)를 클릭해 업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숨기려면 다시 링크를 클릭하세요.
6. 만약 직책에 지원하고 싶다면, 공석 요약의 우측 상단 끝에 빨간색 'Apply(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창이 열려서 새로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이전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한 적이 있다면 기존 프로필로 로그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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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구인 공고에서 'Apply'를 누르면, 새로운 윈도우 창이 열려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거나 지원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로그인
화면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 시작: Anchorage School District 일자리에 Recruiting & Hiring
시스템을 이용해 지원한 적이 없는 지원자를 위해 새로운
프로필과 지원서를 생성합니다.
• 로그인: Anchorage School Distric 에 과거 지원했던 지원자가
로그인해 프로필을 업데이트 및/또는 다른 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지원자는 기존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불러오기: Recruiting & Hiring/AppliTrack 을 이용해 이전에 다른
교육구에 지원했던 새로운 지원자는 기본 정보를 ASD 새로운 프로필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두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기본적인 정보만 가져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시스템 기초
로그인한 후, 각 페이지에서 다음의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이용하세요.
• 각 페이지를 완료하고, 하단 우측에 있는 'Next(다음)'를 클릭해 시스템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원서를 계속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정 중에 언제든 'Save as Draft(초안으로 저장)'를 클릭해 지원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접속했을 때, 로그인을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Save
as Draft'를 클릭했을 때는 지원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직책에 지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빨간색 별표(
)가 붙은 질문은 지원서를 완료하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후, 'Finish and Submit(완료 및 제출하기)'을 클릭하세요.

o

만약 지원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30 일 이후에
자동으로 지원서를 삭제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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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페이지
관리 교섭 단위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로서, 다른 관리직에 지원하는 경우, 전근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근 지원서는 전체 지원서보다 짧습니다.
1. 만약 Recruiting and Hiring 시스템을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 'START(시작)'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또는, 원래 일자리에 Recruiting and Hireing 시스템을 이용해 지원한
경우,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a. 'LOGIN'을 클릭한 경우, 우리 지역구 일자리에 지원했을 때 처음 이용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지원서를 작성 중인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입력하는 이메일 주소가 프로필의 사용자 이름이 됩니다.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향후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름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a. 이메일 주소.
b. 비밀번호.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완료한 지원서를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향후에 다른 직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c. 비밀번호 힌트 질문을 고르고 답을 입력하십시오. 이 힌트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화면 하단 우측에 위치한 'Next Page(다음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해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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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번째 페이지에서, 'I am a regular employee of the Anchorage School District and applying for
a position within my position’s same bargaining unit…(본인은 Anchorage School District 의 상용
근로자로 본인의 직책과 동일한 교섭 단위 내의 일자리에 지원합니다...)'을 선택하십시오.

6. 다음 페이지에서, 'Permanent Address(영구 주소지)' 아래에 우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일시적으로 우편을 다른 주소로 받고 있다면, 'Present Address(현재 주소)' 아래에 두 번째
주소를 입력합니다. 'Next Page'를 클릭해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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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acancy Desired(희망 공석)' 페이지는 현재 모집하고 있는 모든 직책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목록에서 스크롤을 내려 'Custodial(관리직)'이라고 표시된 섹션을 찾아 지원한 직책과
JobID 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해당 직책에 대한 정보를 다시 읽고 싶으시다면, JobID 숫자를 클릭합니다. JobID
숫자를 클릭하면 업무 설명이 열립니다.

8. 상자를 클릭하면 질문과 당신의 경력을 묻는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를 클릭해
경력 연수를 선택하십시오.
9. 화면 하단에 위치한 'Next Page' 화살표를 클릭해 계속 진행합니다. 지원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열려있는 직책의 리스트를 스크롤하려면 여러 번 클릭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Experience(경력)' 페이지에서, 이전 직업 경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1. 'Reference(추천인)' 페이지에서, 추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a. 추천인은 이메일로 추천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추천인이 추천인 양식을
완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다음 몇 페이지에서, 교육, 인증서 및 추가적인 기술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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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ttach Resume References and Supporting Documents(이력서 추천인 및 보조 서류)'
페이지에서 이력서, 커버레터, 추천서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있는 경우). 문서를
만들거나 스캔하고 파일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HR 인재 관리 부서에서는 지원자의
문서를 스캔하거나 첨부할 수 없습니다.
a.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로드하려는 문서의 유형 옆에 위치한 'Add File(파일
추가)'을 클릭합니다.

b. 다음 페이지에서. 'Browse(찾기)'를 클릭하십시오.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를
찾습니다. 문서를 클릭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c. 문서를 찾고 선택한 후에, 'Upload(업로드)'를 클릭하십시오. 문서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ontinue(계속)'를 클릭하십시오.
d. 기타 문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업로드가 끝나면, 'Next Page'를 클릭합니다.
14. 다음 페이지를 계속 입력하고, 작성이 끝난 경우에는 항상 'Next Page'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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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든 페이지를 완료하면. 페이지 하단의 'Finish and Submit'을 클릭하십시오.
a. 만약 지원서의 마지막에 오류나 경고 문구가 나타난다면, 제출하기 전 표시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누락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가 누락된 지원서는
초안으로 저장해 이후에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6.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원서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지원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지원서와 지원한 직책의 목록을 확인하는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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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른 직무에 지원하기
만약 이후에 관심이 있는 직책이 공석이 된다면, 새로운 지원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미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1. Work for ASD 페이지에서 시작해, 스크롤을 내려 파란색 'Create or Edit an Application(지원서
작성 및 편집)'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2.
3.
4.
5.
6.
7.
8.

a. 또는, 관심 있는 일자리 공고로 이동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 'Apply'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전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이전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십시오.
'Vacancy Desired' 페이지에서, 관심이 있는 새로운 JobID 에 확인 표시하십시오.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직책은 모두 확인 표시를 해제합니다.
새로운 JobID 나 직책을 선택하면 지원서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남은 부분을 검토해 모든 필수 질문 사항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완료 후 'Finish and Submit'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원서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지원서와 지원한 직책의 목록을 확인하는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더 이상 관심 없음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더 이상 해당 직책에 관심이 없는 경우:
1. 지원서에 로그인에 'Vacancy Desired' 페이지 및/또는 'Position Desired(희망 직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더 이상 지원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싶은 Job ID 옆에 있는 상자의 확인 표시를
해제하십시오.
a. 이미 마감된 Job ID/직책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7-742-4115 번으로 전화해 더 이상 해당 직책에 관심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Finish and Submit'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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