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차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전문
대학원
국가정책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
대학

학과(부)
법학과
법학과
국가정책학과
한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부
행정학부

자연과학
대학

정보통계학과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채용분야
민사소송법(이론)
<Civil Procedure>
민법(이론)
<Civil Law>
산업정책 또는 정책평가
<Industrial Policy or Public Policy Evaluation>
한문학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Chinese>
문헌정보학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정책이론
<Theories of Public Policy>
도시정책 및 비교행정
<Urban Policy and Comparative Administration>
통계학 전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한
전공)
<Statistics(majors applicable to big data
analysis)>
고체물리이론(전산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Theory(Computational
Solid State Physics)>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대사생화학
<Metabolic Biochemistry>

채용 비고
인원
1
1
1
1

여성

예비
1 예비
1
1
1
1
1
1
1

예비

채용 비고
채용분야
인원
지질학
1
<Geology>
스포츠사회학
1
<Sport Sociology>
공공경제
1
<Public Economics>
자원/환경경제
경상대학
경제학과
1 예비
<Resource/Environmental Economics>
국제경영 또는 경영전략
경상대학
경영학부
<International Business or Strategic
1 예비
Management>
무역실무 또는 무역경영
경상대학
무역학과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International 1 예비
Trade Management>
건축에너지
공과대학 스마트시티건축공
1
학과
<Building Energy>
진동 및 제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
<Vibration and Control>
자율운항시스템제어
공과대학 자율운항시스템공
1
학과
<Autonomous System Control>
공정시스템(공정시스템공학, 화공열역학,
이동현상, 화학공정, 분리공정)
<Process systems(Process systems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과
1
engineering, Chemical thermodynamics,
Transport phenomena, Chemical process,
Separation process)>
안테나공학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
<Antenna Engineering>
계측공학 또는 자동화시스템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Instrumentation Engineering or Automation 1
Systems>
또는 지능형소프트웨어
공과대학 인공지능학과 <Artifi인공지능
cial Intelligence or Intelligent Software> 1
시스템소프트웨어 또는 고성능컴퓨팅 또는
분산시스템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System Software
1
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or Distributed System>
대학
학과(부)
자연과학 지질환경과학과
대학
자연과학 스포츠과학과
대학
경상대학
경제학과

채용 비고
채용분야
인원
컴퓨터그래픽스또는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Computer Graphics or Human-Computer 1 예비
Interaction>
농업생명 응용생물학과
곤충생태학 및 해충방제학
1
과학대학
<Insect Ecology & Insect Pest Control>
농업생명 동물자원과학부
반추가축영양/사료
1 예비
과학대학
<Ruminant Nutrition / Feed>
농업생명 식품공학과
식품생물공학
1
과학대학
<Food Biotechnology>
농업생명 생물환경화학과
식물생명공학
1
과학대학
<Plant Biotechnology>
항산균학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1
<Mycobacteriology>
종양병리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예비
<Tumor pathology>
응급의료체계, 소생및집중처리학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Emergency medical system, Resuscitation 1
and intensive treatment>
또는 불안/적응장애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Mood 기분장애
disorder or Anxiety/adjustment disorder> 1 예비
수의발생학(신경)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
<Veterinary Embryology (Neuroscience)>
수의외과학(종양외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 예비
<Veterinary Surgery (Surgical Oncology)>
해석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
<Analysis>
전력계통
사범대학 전기·전자·통신공
1 예비
학교육과
<Power Systems>
기본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1
<Fundamentals of Nursing>
생명시스템 미생물·분자생명
세포생물학 및 생리/생화학
과학대학
과학과
<Cell Biology & Physiology/Biochemistry> 1
생명시스템 생명정보융합학과
바이오빅데이터
1
과학대학
<Bio Big Data>
대학

학과(부)

※ 임용예정일은 `21. 3. 1.임, 다만 비고란에 예비로 표시된 12개 분야는 최종합격자
선정 후 본교 결원 현황에 따라 `21. 9. 1.까지 임용 유예될 수 있음(임용 유예 여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한문학 분야’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특정성별 비율 제한을 위하여 여
성만 지원 가능
※ 법학과 ‘민법 분야’, ‘민사소송법 분야’ 및 식품공학과 ‘식품생물공학 분야’는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지원이나 임용이 제한됨 (자세한 사항은 지원 자격 참고)

2. 지원 자격
□ 공통 지원 자격
○ 임용예정일 2021. 3. 1.자 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2021. 3. 1.부터 정상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전직 기관의 퇴직 등의 처리가
2021. 2. 28.까지 완료되어야 함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충남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인정지침」에 의거 임용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학사)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교육․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최종학위 및 자격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소지자에 한함)
- (공통) 박사학위 소지자, 최근 3년 이내(2017. 11. 1. ~ 2020. 10. 31.)에
발표한 연구실적물로서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1편 이상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 (개별) 분야별 추가 지원자격 참조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정해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다음의 학과는 채용이 제한됨

소속 예정 기관
제한사항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또는
식품공학과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불가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른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제한으로 다음의 학과는 채용이 제한됨

소속 예정 기관
제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불가
법학과

□ 여성교원 확대를 위한 채용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특정성별 비율 제한을 위하여 다음의 학과는
여성으로만 채용이 제한됨

소속 예정 기관
인문대학
한문학과
□ 분야별 추가 지원 자격

학과(부)
법학과
법학과

제한사항
여성만 지원 가능

채용 전공 분야
세부내용
민사소송법(이론)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물이
<Civil Procedure> 200%이상인 자
민법(이론)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물이
<Civil Law>
200%이상인 자
산업정책 또는 정책평가
국가정책학과 <Industrial Policy or ∘해당사항 없음
Public Policy Evaluation>
한문학
한문학과
<Korean Classical ∘해당사항 없음
Literature in Chinese>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과 <Library and Information ∘해당사항 없음
Science>
사회복지학과 <Soci사회복지정책
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정책이론
행정학부 <Theories of Public ∘해당사항 없음
Policy>
도시정책 및 비교행정
Policy and ∘해당사항 없음
행정학부 <Urban
Comparative
Administration>
통계학 전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계학과 <Statis전공)
tics(majors ∘해당사항 없음
applicable to big data
analysis)>

학과(부)

채용 전공 분야
세부내용
고체물리이론(전산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해당사항 없음
물리학과 Theory(Computati
onal
Solid State Physics)>
∘무기화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무기화학
강의 가능한 자
∘최근 3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SCIE) 논문
화학과 <Inorgani무기화학
c Chemistry> 300% 이상(단, 지원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인 논문 3편 이상 포함)
∘박사후 경력 2년 이상 보유한 자
∘최근 3년간 주저자로 대사생화학 분야 IF 10점
생화학과 <Metabol대사생화학
ic Biochemistry> 이상 논문 1편 이상(Research Article에한함)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지질학
지질환경과학과
∘최근 3년 이내 SCI(E) 논문 주저자(제1저자 또는
<Geology>
교신저자) 2편 이상
스포츠사회학 ∘해당사항 없음
스포츠과학과 <Sport
Sociology>
경제학과 <Publ공공경제
ic Economics> ∘해당사항 없음
자원/환경경제
경제학과 <Resource/Environmental ∘해당사항 없음
Economics>
국제경영 또는 경영전략
경영학부 <International Business or∘경영학박사 학위 소지자
Strategic Management>
무역실무, 무역경영
<International Trade ∘해당사항 없음
무역학과 Practi
ce, International
Trade Management>
∘최근 3년 이내 JCR 학문분야별 상위10%이내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스마트시티건축
건축에너지
이상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공학과
<Building Energy> ∘본
학과는 2021학년도 신설학과로 건축공학과
겸무를 원칙으로 함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진동
및
제어
기계공학부 <Vibration and Control> 3년 이내 SCI(E) 논문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2편 이상
자율운항시스템제어 ∘최근 3년 이내 SCIE 논문 주저자(제1저자 또는
자율운항시스템 <Autonomous
System 교신저자) 200%이상
공학과
Control>
∘영어강의 가능자

학과(부)

채용 전공 분야
세부내용
공정시스템(공정시스템공
학, 화공열역학,
이동현상, 화학공정,
분리공정)
<Process
응용화학공학과 systems(Process systems ∘해당사항 없음
engineering, Chemical
thermodynamics,
Transport phenomena,
Chemical process,
Separation process)>
3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
안테나공학 ∘최근
전자공학과 <Antenna
저자
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Engineering> 실적이또는
있는 자
계측공학 또는
자동화시스템 ∘최근 3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
전자공학과 <Instrumentation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Engineering or
실적이 있는 자
Automation Systems>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저
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논문 게재 실적
인공지능 또는
이 있는 자
지능형소프트웨어
*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국제
인공지능학과 <Artificial Intelligence or 학술대회논문도
SCIE급으로 인정. (다만, 본 공
Intelligent Software> 고문의 지원자 유의사항 붙임1 학술대회의 포
스터(Poster), 데모(Demo)를 제외한 정규(regular)
발표논문에 한함. 부속(satellite) 학술대회나 부
속 워크샵 등의 발표논문도 인정되지 않음.)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이내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저
시스템소프트웨어 또는 3년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논문 게재 실적
고성능컴퓨팅 또는 자
이 있는 자
분산시스템
*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국제
컴퓨터융합학부 <System Software or 학술대회논문도
SCIE급으로 인정. (다만, 본 공
High Performance 고문의 지원자 유의사항
학술대회의 포
Computing or Distributed 스터(Poster), 데모(Demo)를붙임1
제외한 정규(regular)
System>
발표논문에 한함. 부속(satellite) 학술대회나 부
속 워크샵 등의 발표논문도 인정되지 않음.)

학과(부)

채용 전공 분야

세부내용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논문 게재 실적이
컴퓨터그래픽스또는 있는 자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국제
컴퓨터융합학부 <Computer Graphics or 학술대회논문도 SCIE급으로 인정. (다만, 본
Human-Computer 공고문의 지원자 유의사항 붙임1 학술대회의
Interaction>
포스터(Poster), 데모(Demo)를 제외한 정규
(regular) 발표논문에 한함. 부속(satellite) 학술대
회나 부속 워크샵 등의 발표논문도 인정되지
않음.)
∘농업곤충 관련 전공자에 한해 지원 가능
3년 이내에 SCI & SCIE 급 논문 300%
곤충생태학 및 ∘최근
이상(단, 지원자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논문
해충방제학
응용생물학과 <Insect Ecology & Insect 4편 이상 포함)(Review, Report, Letter 형태의
논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Pest Control> ∘곤충생태학,
해충약제방제학 및 미생물적해
충제어학 강의 가능자 및 영어 강의 가능자
반추가축영양/사료
동물자원과학부 <Ruminant Nutrition / ∘해당사항 없음
Feed>
식품공학과 <Food식품생물공학
Biotechnology>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 이내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E)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생물환경화학과 <Pla식물생명공학
nt Biotechnology> 자로서 그 중 1편 이상이 JCR 상위 10% 논문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 소지자
항산균학
소지자
미생물학교실 <Mycobacteriology> ∘박사학위
∘최근 3년 이내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3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병리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학박사학위 소지자
종양병리
병리학교실 <Tumor
관련 분야로 최근 3년 이내 국제저명
pathology> ∘병리학
학술지(SCI)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E)에 주저자로
2편 이상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응급의학과
자격증 소지자
응급의료체계, ∘의학박사학위전문의
소생및집중처리학 ∘최근 3년 이내소지자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
응급의학교실 <Emergency medical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게재한 실적
system, Resuscitation 있는 자
and intensive treatment>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근무(겸직) 가능한 자

학과(부)

채용 전공 분야
기분장애 또는
불안/적응장애
정신과학교실 <Mood disorder or
Anxiety / adjustment
disorder>

세부내용
∘의학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격 소지자
∘정신의학 전임의 과정 1년 이상 수료자
∘정신과학 관련 분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제
저명학술지(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근무(겸직) 가능한 자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수의발생학(신경) ∘최근 3년간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SCIE)에
수의학과 <Veterinary Embryology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3편 이상
(Neuroscience)>
또는 인용지수 합이 5점 이상인 자
∘수의신경해부학 강의 가능한 자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수의외과학(종양외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수의임상 경험 자
수의학과 <Veterinary Surgery ∘최근 3년간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SCIE)에
(Surgical Oncology)>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3편
이상인 자
해석학
∘해석학 교원임용시험 지도 가능한 자 또는
수학교육과
<Analysis>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전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전기·전자·통신
전력계통
이내 SCI(E) 논문 주저자(제1저자 또는
공학교육과 <Power Systems> 3년
교신저자) 200% 이상
∘간호학 분야 박사
기본간호
3년 이상
간호학과
<Fundamentals of ∘임상경력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E, SSCI) 주저자(제1저자
Nursing>
또는 교신저자) 3편 이상
∘최근 3년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3편, 또는 상위 10% 이내 1편 이상 게재한 자
∘박사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포함한 추천서 2부
※ 박사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이 불가능할
세포생물학 및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미제출 사유서 1부
미생물·분자
생리/생화학
및 일반추천서(지도교수 외) 2부 제출
생명과학과 <Cell Biology &
Physiology/Biochemistry> ※ 추천자가 전자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경우
기관메일을 이용하여 cnubio@cnu.ac.kr로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 접수기간 내 도달하
여야 함

학과(부)

생명정보융합
학과

채용 전공 분야

세부내용
∘생명과학, 혹은 이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2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의 국제저명
학술지(SCI,SCIE)에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로
ImpactFactor 10이상에 포함되는 논문 1편 이상,
혹은 JCR 카테고리 상위 10%이내 논문 2편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DOI number가 부여된
경우만 해당)
바이오빅데이터 ∘박사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포함한 추천서 2부
<Bio Big Data>
※ 박사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미제출 사유서 1부
및 일반추천서(지도교수 외) 2부 제출
※ 추천자가 전자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경우
기관메일을 이용하여 cnubio@cnu.ac.kr로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 접수기간 내 도달하
여야 함

3. 임용조건
□ 임용예정일
○ 2021. 3. 1.자 임용 예정
○ 12개 추가모집 분야(본 공고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표에 ‘예비’로 표기된
분야)는 최종합격자 선정 후 본교 결원발생에 따라 `21. 9. 1.까지 임용 유예될
수 있음(임용 유예 여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그 밖에 코로나19, 학교 사정 등에 따라 심사 및 임용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직급 및 계약기간
○ 임용직급은 조교수, 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임용직급 및
기간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조건
○ 공개강의심사 시 영어강의를 한 자가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1년에 2강좌
(학부강의 1강좌 포함) 이상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어강의를 하여야 함.
다만, 제2외국어 관련 학과(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
어일문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분야는 예외로 함

4. 지원서 등록
□ 입력기간 : 2020. 11. 10.(화) 10:00 ~ 11. 17.(화) 16:00 [한국시각]

※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지원 관련 문의 받지 않음

□ 등록방법: 본교 홈페이지 POPUP ZONE(또는 http://cnuis.cnu.ac.kr) 을
통해 인터넷 등록
□ 유의사항: 별첨 「지원자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5. 서류 제출 (1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대학별 접수처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
합니다.
※ 우체국을 통한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은 학내 우편집중국에 도달한 경우 배송완료로 확인될
수 있으나 각 대학(원) 행정실 배부에 시간이 소요되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행정실에
우편물 도착 별도 확인바람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인터넷 등록 자료와 우편접수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접수 기간을 넘겨 도착한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에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대학별 접수처
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와 출입자 정보를 수집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체온 37.5℃
이상 등 코로나 확진 의심자는 건물출입을 금하며 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수기한 내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기간 : 2020. 11. 18.(수) 10:00 ~ 11. 20.(금) 16:00
□ 제출할 서류

※ 아래 순서에 따라 각 1부로 정리된 지원서류를 1권으로 하며, 총 3권을 각각 서류파일
등에 구분하여 지원 대학(원)별 서류 접수처로 제출
※ 각 지원서류는 펀칭하여 묶거나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한 고정 금지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1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전자증명서를 출력
하거나 팩스발급 민원으로 지자체 소인이 찍힌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
○ 교원 임용 지원서 (인터넷 등록 후 출력물)
○ 교육 및 연구계획서 (분량, 양식 제한 없음)
○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외국대학 학위 소지자로 학력(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학위기 사본 제출 가능
다만, 실제 수학기간, 학위수여일 등 확인 가능한 자료(성적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및 일반경력 포함),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 모든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한 것에 한함. 단, 외국의 경력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있는 자(인사담당자 등)의 경력증명(Letter 등)도 가능하나 작성 시
직급별, 경력기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전문의, 간호사, 약사, 수의사 등)[※해당자에 한함]
○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인터넷 등록 후 출력물) 및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전문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게재·등록된 논문·저서·특허, 창작[예
능 분야, 건축학과(5) 실기 실적물에 한정함]으로써「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
행지침」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을 말하며, 제출하려는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법학전문대학
원 실무분야, 예능분야, 산학협력중점교수, 건축계획/설계분야는 제외)
- 인터넷 등록 후 출력한 연구실적물 목록과 증빙(연구실적물 출력물)의
순서를 일치시킬 것
-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400%까지의 연구실적물, 단 법학실무 분야는
200%까지)
- SCIE, SSCI급 논문의 경우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을 증빙하는 서류
(※ 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공동저자/혈족친인척 명단(인터넷 등록 후 출력물에
서명 후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출력 후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후 서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인터넷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하여 제출)
○ 2. 지원자격 중 분야별 추가 지원자격 요건의 증빙 서류
○ 그 밖의 본교가 요구하지 아니한 서류 제출 금지(수상이력, 기술이전, 연구
실적물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 자격·면허증 등)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인터넷 등록만 하고, 1차 서류 제출 시 제출하지
아니함(전공심사대상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안내)

□ 유의사항: 별첨 「지원자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 지원 대학(원)별 서류 접수처
○ 대덕캠퍼스

주소
공통주소
대학(원)명
건물번호 호실번호 전화번호
법학전문대학원
N12
201 042-821-8516
국가정책대학원
N14
313 042-821-8027
인문대학
W7
343 042-821-5303
사회과학대학
W12-1 229 042-821-6202
자연과학대학
W5
1101 042-821-5416
(우편번호 34134)
경상대학
E6
218 042-821-5510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공과대학
W3
204 042-821-5617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E10-1 1212 042-821-5722
약학대학
W6
305 042-821-5912
수의과대학
N13-1 202 042-821-6773
사범대학
W15
202 042-821-8565
생명시스템과학대학 N11
109 042-821-5572
○ 보운캠퍼스

공통주소
(우편번호 35015)
대전 중구 문화로 266,
충남대학교

주소
대학(원)명
의과대학
간호대학

건물번호 호실번호 전화번호
M1
206 042-580-8112
N1
202 042-580-8303

○ 우편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캠퍼스별 공통주소를 기재하고“OO대학(원)
행정실 전임교원채용 담당자”로 기재
- 예시: (우편번호 34134)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12) 행정실(201호) 전임교원채용 담당자 앞)

6. 연구실적물 범위 및 심사 방법
□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 학위논문 발표일자는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과 관계없음
○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물
-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 2017. 11. 1. ∼ 2020. 10. 31.
- 정규 논문 형식 외의 논문은 불인정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국제전문학술지(SCOPUS)
- SCI와 SCIE는 SCIE로 통합
- SCOPUS는 Source type이 Journal인 논문집만 인정
- 인공지능학과 및 컴퓨터융합학부의 경우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SCIE급으로 인정함. 해당 학술대회 목록은 지원자
유의사항의 “(붙임 1)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을
참고 바람
○ 국내전문학술지[(우수)등재 및 등재후보]
○ 채용전공분야와 불일치 논문, 기타학술지, 기획편저서, 연구논문모음집의
게재논문, 종합학술지 논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저서
- 번역서, 편저, 1종 및 검인정 도서, 이미 출판한 학술서 및 번역서의 개정판,
문학작품은 인정하지 아니함
○ 등록된 특허 전문(등록증만 제출하는 경우, 출원 중인 특허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인문․사회계열은 최종학위논문과 동일․유사한 실적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기술이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 연구논문
- 단독 : 100%
-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70%
(주저자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있어야 함)
- 주저자가 아닌 2인 이상 공동저자: 100%×1/공동연구자 수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수학논문 공동저자에 관한 수학계(대학수학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학 계열 논문의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 단독 : 100%
-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
thor)]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있는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70%
※ 명확한 제1저자 표기 없이 저자 열거 순서에 따른 선두 저자에 대해
제1저자 불인정, 교신저자 표기 없이 이메일만 표기 된 경우 교신저자
불인정
○ 저서․특허
- 단독 : 100%
-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연구실적물 심사방법
○ 예비심사 : 최종학위논문을 제외하고 400%까지 심사
○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및 400%(지원자가 지정한 논문 3편 포함)까지 심사함

(예 1) 예비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이 70% 6편인 경우(총420%)는 제출
가능(단, 심사는 400%까지만 하므로 배점 순서에 따라 20%를 버림)
(예 2) 예비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이 100% 2편, 70% 1편, 50% 2편,
20% 3편인 경우(총430%)는 심사조서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평가를 하되, 심사는
400%까지 심사하므로 배점이 낮은 30%를 버림
(*)배점순서: 국제저명학술지(동급 학술지 내에서는 Impact factor 순) → SCOPUS, 국
내전문학술지(등재)논문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논문

※ 법학실무는 예비심사에서 연구실적물을 심사하지 않으며, 전공심사 시 200%이내의 연구실적물을 심사
□ 유의사항: 별첨 「지원자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7. 서류 제출 (2차)

(※전공심사대상자에 한함)

□ 제출대상자: 예비심사 결과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제출기간(우편접수 가능) : 2020. 12. 17.(목) 10:00 ~ 12. 18.(금) 16: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공심사 대상자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최종학위논문 3부(출력물 또는 제본 제출 가능)

□ 제출처: 1차 서류제출 지원 대학(원)별 지정 접수처와 동일

8. 채용 일정

구분
예비심사
배점
30점
심사대상인원 접수자 전원
선발인원
5명
심사예정기간
12. 16.(수)
발표 예정일 ‘20.15:00
이후

본 심 사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80점
15점
5점
5명
3명
2명
3명
2명
1명
‘21.1.11. ～ 1.13. ‘21.1.20. ～ 1.25.
‘21. 1. 7.(목) ‘21. 1. 15.(금) ‘21. 1. 27.(수)
15:00 이후
15:00 이후
15:00 이후

○ 합격 여부는 심사단계별로 결과발표 예정일에 본교 홈페이지 POPUP ZON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순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은 본 공고의 부속서류로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지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필독하고 접수바람
○ 지원 자격 중“박사(석사)학위 소지자”라 함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를 말하며, 논문심사는 완료되었으나 학위수여일이
없거나 조건부로 박사(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서류제출 및 각 심사를 위한 출석 시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대학본부(교무과)에서는 지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공개강의심사 시 가감사항: 양성평등 채용 우대자 0.5점, 영어강의 미실시자 –3점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공개강의심사는 비대면 심사 병행 가능
(비대면 심사 실시여부는 공개강의심사 대상자 확정 후 각 학과 사무실에 문의)
○ 제1순위 합격자(또는 임용후보자)가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어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2순위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님
○ 모집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 및 지원자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채용 공고사항 문의 (교무과) : ✆ 042-821-5881, ✉ cnu_prof_insa@cnu.ac.kr
 채용 서류접수 등 문의(각 단과대학) : 지원 대학별 접수처 참고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정보통신원) : ✆ 042-821-7924
2020. 11. 2.

충 남 대 학 교 총 장

2.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Ⅰ.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물 목록 등 인터넷 등록

1

교원임용지원서【인터넷 등록 후 출력물】

본교 홈페이지 POPUP ZONE에서 지원서 접수 배너를 클릭하거나 직접 URL을
입력하여 지원서 입력 메뉴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한 후 기본, 학력, 경력, 자격,
연구실적 등 순으로 내용을 입력함
※ 직접 접속 방법: 충남대 통합정보시스템(http://cnuis.cnu.ac.kr) 주소 입력 - 일반
행정외부서비스 - 교수공채정보 - 신규 등록(생성 접수번호는 이후 심사단계별
합격여부 조회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필히 숙지) - 지원서 입력에서 접수번호로
로그인한 후 기본, 학력, 경력, 자격, 연구실적 순으로 내용을 입력함

【홈페이지 내 POPUP ZONE(배너) 위치】

 지원 분야 및 기본사항
◦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전공분야를 선택, 기본정보 등을 입력 및 저장한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 (※ 전공분야는 변경 불가, 테스트 입력 금지)
◦ 영문 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철자로 기재
◦ 생년월일은 “YYYYMMDD”형식(8자리)로 입력
☞ 예시: 1975년 6월 7일

생의 경우

→ 19750607(〇), 750607(×), 1975-06-07(×)
◦ 사진은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사이즈 조정(120*160 pixel)하여 입력

 국내 연락처
◦ 지원자와 연락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를 “010-1234-5678” 형식으로 기재
☞ 연락처는 “01012345678” 형식으로 ‘-’(bar) 없이 기재하지 말 것
(SMS 발송 시 장애 발생 가능)
◦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국내 연락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

국내

연락

책임자의

관계

및

성명을

“010-1234-5678(관계, 성명)”형식으로 기재
☞ 예시: 지원자 심청이 해외 거주 중으로 국내 거소하는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010-1234-5678(부, 심학규)”로 기재
◦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로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학력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고등학교부터 시간 순서대로 모두 기재
◦ 고등학교는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을 기재하고 전공명에 학교 소재지를
광역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기재, 학위는 “고졸” 등을 선택
☞ 예시: 전공명에 서울 서초구, 대전 유성구, 경남 진주시, 전남 구례군
등으로 기재
◦ 학교명 및 학과, 전공명 등 모든 내용은 축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글로
작성하며 외국 학교의 경우 학교명 앞에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할 것, 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헝가리 등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국가명은 첫 글자만 사용 가능
☞ 예시 1: (미국)메사추세츠공과대학→(미)메사추세츠공과대학
☞ 예시 2: (미)MIT(×) → (미)메사추세츠공과대학(〇), KAIST(×) → 한국과
학기술원(〇)

☞ 예시 3: 스페인, 스위스, 스리랑카 등 혼동 가능한 경우는 국가명 전체 기재
☞ 예시 4: 석사 또는 박사 출신학교 기재할 경우 “〇〇대학교 대학원”
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〇〇대학교”으로 기재
◦ 대학(원)은 입학 및 졸업일자, 학교명, 세부 전공명, 학위명, 학위 취득 일자,
학위를 정확히 기재함(수료는 학위명, 학위 취득 일자, 학위를 기재하지 말 것)
☞ 전공명은 “학과명+전공분야명”으로 학위기 상의 전공분야명 기재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명 뒤에 “(석박사통합)”을 추가로 기재하고
학위는 “박사”를 선택(예: 기계공학과 동역학(석박사통합)로 기재)
☞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 「석사」, 「박사」를 선택해야하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선택하여 평가 시 학위 미
취득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
☞ 학위명은 졸업장 등에 기재된 공학박사, 이학박사 등을 기재
☞ 학위취득일자는 수료일이 아닌 졸업일을 기재

【학력기재 예시】

 경력
◦ 학력 이외에 교육․연구기관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 상 날짜(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함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 날짜를 기재하고 기관명 뒤에(재직)을 표기(예: 충남대
학교(재직))
☞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강의경력증명서 상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기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만 통합하여 입력 가능
◦ 기관명/직위 및 담당업무(또는 담당 연구분야)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
기관의 경우 기관명 앞에 (국가명)을 기재할 것, 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헝가리 등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국가명은
첫 글자만 사용 가능
☞ 예시 1: (미국)메사추세츠공과대학→(미)메사추세츠공과대학
☞ 예시 2: 스페인, 스위스 등 혼동 가능한 경우 국가명 전체 기재

◦ 직위 및 담당업무는 승진사항이 있을 경우 각 직급별로 구분하여 기재
◦ 「상근」여부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근
하여 관리자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를 받는 경우에만 체크
◦ 「채용전공 관련」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종사한 담당업무 또는 교육․연구
분야가 지원하는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크
◦ 「산업체」여부는 초․중․고등 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외의 경우 산업체
여부 체크(예시: 공사․공단 등 공기업, 주식․합자회사, 개인사업체 등은 모두
산업체에 해당함)
◦ 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기재 불요

 자격
◦ 채용 관련 분야 추가 지원자격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예: 건축사, 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 채용공고문 상 각 분야별 채용자격과 관계없는 자격 및 면허증 기제 불요

 연구실적
◦ 반드시 신규버튼을 누른 후 입력(신규버튼 클릭하지 않을 경우 입력안됨)
◦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을 400%까지 기재
◦ 학위논문은 석사와 박사 모두 입력, 실적구분에서 각각을 선택하여 입력
◦ 학술지게재논문은 실적구분 선택하여 ISSN NO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게재지명
검색 후 나머지 자료(저자명, 실적제목, 권/호/페이지, DOI, 저자수, 참여구분,
발표일자, JCR순위, 영향지수(Impact Factor) 등) 입력
☞ ISSN은 조회시 “1234-5678” 형태로 입력, 조회
☞ 학술지가 조회되면 학술지명 뒤에 권/호/페이지 등을 추가 기재
☞ SCIE, SSCI 논문의 경우 게재연도에 해당하는 저널의 영향지수(IF) 입력
☞ 예시
- 논문명: Oblivious Network RAM and Leveraging Parallelism to Achieve Obliviousness
- 게재지: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 발표일: 2018. 8월
- 영향지수: 1.237 입력
구분

ISSN

저널명

2017

2018

2019~2020

SCIE

0933-2790

JOURNAL OF CRYPTOLOGY

1.056

1.237

1.277

☞ JCR 상위 10%에 해당하는 SCI급 논문의 경우만 해당 저널의 분야별

(CATEGORIES) 순위를 해당하는 1개만(복수의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분야명(순위/저널수)」 형태로 입력
- 해당분야 상위 10%는 학문분야 학술지가 9개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학술지가 없으며, 학술지가 48개인 경우 학술지 중 상위 10%이나 학술지는
4.8개로 4개만 이에 해당함
☞ 예시
- 논문명: Mixed iron-manganese oxides as redox catalysts for chemical looping–
oxidative dehydrogenation of ethane with tailorable heat of reactions
- 게재지: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257/15
- 발표일: 2019. 11월
- JCR순위: ENGINEERING, ENVIRONMENTAL(1/52)
※ 2018년도 분야별 순위는 3개의 분야에 모두 10% 이내에
해당하나 유리한 1개 분야만 입력
해당연도

ISSN

Journal name

0926-3373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2019
2018
2017

CHEMISTRY,
PHYSICAL

CATEGORIES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CHEMICAL

8/159

1/53

3/143

8/148

1/52

3/138

12/147

1/50

3/137

☞ 국제저명학술지는 SCIE, SSCI, A&HCI만 인정하며 ESCI는 불인정하므로
ESCI급 저널 게재논문 입력하지 말 것
☞ SCOPUS는 source type이 Journal인 경우만 인정(source type이 Journal이
아닌 경우 입력하지 말 것, 심사 시 제외됨)
☞ KCI 등재 및 KCI 우수등재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를 선택하여 입력,
KCI 등재후보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를 선택하여 입력
◦ 모든 논문 및 특허 등은 DOI 또는 원문주소 입력 시 “https://doi.org/”+
DOI 형태로 완전한 형태의 인터넷 주소 형식으로 입력
☞ 예시: 10.1007/s00145-018-9301-4(×) → https://doi.org/10.1007/s00145-018-9301-4(〇)
☞ 반드시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정확한 논문 연결 여부 확인, 심사 시
다른 논문이 열리거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이 열리지 않아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창작 실적물 중 공연영상 등 웹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있을 경우 등록인터넷
주소 란에 입력 가능

◦ 연구실적물의 저자는 실적물의 모든 저자를 입력(입력된 저자의 수와 저자수
란에 입력한 수가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심사대상 400%까지 심사대상여부에 지정하여 체크하여야
하며, 400%까지의 심사대상 중 추가로 전공심사대상 실적물 3편을 지정하여
전공심사여부에 체크하여야 함

【연구실적물 기재 예시】

☞ 전공심사여부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사 대상 실적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법학실무 분야는 200%까지 입력, 전공심사 대상 지정하지 않음
◦ 심사대상실적물은 400%까지 입력 가능하나 실적물별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없으며, 400%까지 입력이 안 될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실적물에 대해 심사대상 여부 체크를 해제하고 인정환산율이 큰 것부터
다시 체크하여야함
◦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학술대회 논문”은 게재명을 학술대회명 “약칭”
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학과 및 컴퓨터융합학부 대상 분야 지원자
외에는 입력 금지(평가 시 제외됨)
☞ 예시: 게재지명이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인 경우
게재지명은 붙임문서 참고하여 “AAAI”로 기재하고 영향지수는
“4”로 기재, JCR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지도교수/공동저자/혈족친인척
◦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지원서를 작성하는 현재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학위논문지도
교수” 여부에 체크하고, 해당 지도교수의 현재 소속(대학명, 학과명)과
직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논문 심사교수, 외국 대학 교수, 공고일 기준 퇴직자, 현직 전임교원이
아닌 자는 기재하지 말 것(공동저자 및 혈족친인척 기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공동저자, 공동발명자 등)”이 지원서를
작성하는 현재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공동연구 여부에 체크하고 해당 교수의 현재 소속(대학명,
학과명)과 직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지원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혈족관계 및 4촌 이내 친인척
관계 중에 지원서를 작성하는 현재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혈족 및 친인척“ 여부에 체크하고 해당
교수의 현재 소속(대학명, 학과명)과 직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관련 지인의 성명은 논문상 기재된 영문명이 아닌 한글이름을 정확히
작성
◦ 상기 관련 지인이 지원서를 작성하는 현재 국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하지 아니하는 경우(퇴직 또는 외국대학 재직 교수, 교수 외 직종, 명예교수,
기금·초빙·겸직교원 등 비전임교원 재직 등의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상기 관련 지인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는 등 심사에 관여하게 될 경우, 심사를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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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목록 입력【본교 소정 양식】

연구실적물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발표․
게재․등록된 것이어야 함

 연구실적 목록 작성
◦ 지원자가 최근 3년(인정기간: 공고문 6. 연구실적물 범위 및 심사방법 참조)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을 『연구실적』화면에서 학위논문(석사, 박사 모두
입력), 학술지게재논문[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국제전문학술지
(SCOPUS),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및 등재후보)], 저서, 특허 등을 입력함
☞ 미등재지는 불인정함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및 국제전문학술지(SCOPUS) 인정범위는
본교 교원 업적평가시행지침 제9조에 의함
☞ 단, SCOPUS는 Source type이 Journal인 논문집만 인정
☞ 인공지능학과 및 컴퓨터융합학부 모집 분야의 경우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SCIE급으로 인정함. 다만, 포스터
(Poster), 데모(Demo)를 제외한 정규(regular) 발표논문에 한함. 부속
(satellite) 학술대회나 부속 워크샵 등의 발표논문도 인정되지 않음. 해당
학술대회 목록은 지원자 유의사항의 “(붙임 1)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학
술대회명 “약칭”과 영향지수를 정확하게 입력
☞ 그밖에 사항은 공고문 6. 연구실적물 범위 및 심사방법 참조
◦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 등은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영어로 작성된 실적물
목록은 번역하지 않아도 무방함(영문 외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할 것)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실적물은 필히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것
◦ 인터넷 등록 시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모두 입력(2차
서류 제출 시 제출대상은 최종학위논문만 해당)
◦ 국제저명학술지는 SCIE, SSCI, A&HCI만 인정하며 ESCI는 불인정하므로
ESCI급 저널 게재논문 입력하지 말 것

◦ SCI급 논문의 경우 게재연도에 SCI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할 것(각 논문 앞에 첨부)
☞ https://mjl.clarivate.com 접속하여 ISSN 입력 후 해당페이지 캡처하여 출력

<SCI 등재여부 증빙자료 출력 화면 예시>

◦ SCI급(SCIE, SSCI) 논문의 경우 영향지수(IF)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
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JCR 상위 10%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첨부
☞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Clarivate Analytics 구독하는 경우 등)
☞ 실적물이 SCIE, SSCI인 경우만 영향지수(Impact Factor) 입력할 것(SCIE,
SSCI 외에 A&HCI, SCOPUS, KCI의 경우 영향지수 기재란 입력 금지 )

<영향지수 확인 사이트 링크> 해당 저널명 또는 ISSN을 이용해 검색
- 연결 안될 경우(구독하지 않는 경우 접속 제한됨)
⁍논문검색: https://apps.webofknowledge.com/ 직접입력
⁍저널검색: https://jcr.clarivate.com/ 집접입력
☞ IF는 논문 게제연도의 자료만 인정, 다만 2020년도 등재된 저널의 게재
논문은 아래 표에 따름

게재연도
인정되는
JIF측정연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미산정)

2019년(Current Year tap에서 확인)

☞ SCIE, SSCI 논문 중 신규 등재 등으로 IF 없는 경우 IF는 0으로 기재
☞ SCIE, SSCI 논문 게재연도의 해당 저널의 영향지수(IF)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 첨부할 경우 아래의 방법 참조(Journal Citation Reports 중 해당 연
도 Journal Impact Factor Trend 참조)

<영향지수 증빙자료 출력 방법>

◦ 실적물이 SCIE, SSCI급이고 해당저널이 JCR 분야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실적물의 순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경우 아래의 방법 참조
☞ Journal Citation Reports 중 해당연도 Rank 자료 확인
☞ JCR 상위 10% 여부는 카테고리별 순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우측의 백분
위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 상위 10% 여부는 순위를 기준으로 계산(예: Rank가 8/75 인 경우 0.107에
해당하여 인정)하며, 자료의 순위 우측의 백분위가 90이상이라고 해서 인정
되는 것은 아님, 해당 분야 저널수가 9개 이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인정되는 순위 자료는 연구실적물의 게제연도의 자료만 인정, 다만 2020

년도 게재 논문은 IF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자료로 갈음함

게재연도
인정되는
RANK측정연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JCR 상위 10% 여부 증빙자료 출력 방법>

2019년

2020년(미산정)
2019년

◦ SCOPUS는 source type이 Journal인 경우만 인정(source type이 Journal이
아닌 경우 입력하지 말 것)
☞ Scopus 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연도의 해당 저널의 등재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 출력물 반드시 첨부할 것(각 논문 앞에 첨부)
☞ 영향지수 기재란 입력 금지

<해당 저널 SCOPUS 등재여부 확인 사이트 링크>
- 연결 안될 경우
⁍논문검색 : https://www.scopus.com 직접입력
⁍저널검색 : https://www.scopus.com/sources?zone=&origin=sourceinfo 직접입력

* 저널검색 시에는 반드시 Source type은 Journals에만 체크하고 검색

<해당 저널 SCOPUS 등재 여부 증빙자료 출력 방법>

◦ 국내전문학술지(KCI)의 경우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게재연도에 해당 저널이
등재인지 등재후보인지 명확히 확인할 것
☞ 모든 KCI 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연도의 해당 저널의 등재 또는 등재후
보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 출력물 반드시 첨부할 것(각 논문 앞에 첨부)
☞ 영향지수 기재란 입력 금지

<KCI 등재여부 확인 사이트 링크>
- 연결 안될 경우: https://www.kci.go.kr/ 직접입력

<KCI 등재 및 등재후보 여부 증빙 확인 방법>

 단계별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선정
◦ 『연구실적』화면에서 입력한 연구실적 중에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예비
(전공)심사 대상 연구실적을 선정하여 입력
- 예비(전공)심사 : 최종학위 논문 및 최근 3년(인정기간: 공고문 5. 서류제출 참조)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400%까지 입력 후 질적 평가를
위하여 지원자가 3편의 논문 또는 창작물을 지정 선택함
- 학위논문은 심사대상 여부에만 체크하고, 심사대상 전공심사 시 당연히
심사하므로 전공심사 여부에는 체크하지 아니함
◦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실적물(400%까지)은 심사대상 여부에 체크하고,
전공심사 여부는 3편까지만 체크하되 주저자급 논문 1편 이상 반드시
포함할 것(법학실무분야, 예능분야, 건축계획/설계분야 제외)
◦ 400%까지 입력이 안 될 경우에는 심사대상 여부를 모두 체크 해제하고 인
정환산율이 높은 것부터 다시 체크하여 저장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은 공고문 6. 연구실적물 범위 및 심사방법

참조

Ⅱ. 임용 지원 서류 제출
○ 각종 증명서 1부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단, 영문증명서는

제외)는 지원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자격증 등은 사본 제출)
※ 최종합격 시에는 자가 번역문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번역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임용지원서와 심사대상 연구실적목록,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교수 명단,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할 것
※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교수 명단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에는 출력 후 수기로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
○ 인터넷 등록 서류 출력은 기본탭에서 지원서, 심사대상연구실적, 지인 명단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 출력
○ 가급적 모든 서류는 A4 크기(세로방향)로 출력 및 제출
○ 외국증명서

Ⅲ. 기타 유의사항

○ 교원임용지원서 접수는 본교 인터넷 등록기간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고, 지원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입력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출력하여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채용전공분야에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접수 마감 후 이중 지원 발견 시는
해당 차수에 해당 지원자가 접수한 모든 내역을 무효로 함
○ 지원서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허위·
착오 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주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입력사항은 변경(교체) 불가
○ 채용기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 지원서 내용은 서류 접수 전까지는 수정・보완할 수 있으나 서류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전산 오류로 인하여 인터넷 등록사항이 수정이 된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 분야별 추가 지원 자격에 명시된 연구실적 조건은 입력 및 제출된 실적만으로
평가됨
○ 인터넷 접수 자료와 서류 접수 자료는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 접수 시 분야별 지원 자격 미달임이 확인된 경우 서류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야별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람
○ 우편 접수 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접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우편접수 시에는 서류접수
마감일 16:00까지 본교 우편집중실 및 서류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 중복된 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 학술지 논문은 Offline(인쇄물)으로 발행되기 전 Online(web)으로 게재된 논문도

인정하되, Online(web)으로 발표된 논문의 경우 DOI 부여된 경우만 인정
○ 현재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및 국내등재(후보)지에서 탈락한 상태인 경우 게재
당시 국제저명(전문)학술지 및 국내등재(후보)지 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실적물 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저자로 인정하여 평가함
○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임용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바람
○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로 자국공안기관이
발행하는 범죄사실증명서과 아포스티유, 그에 대한 국문 공증번역서, 법무부
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임용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 미비로 인한 임용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발급 소요 기간, 방법, 번역 공증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확인)

[붙임]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학술대회 목록

[포스터(Poster), 데모(Demo)를 제외한 정규(regular) 발표논문에 한함. 부속(satellite) 학술대회나 부속 워크샵
등의 발표논문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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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tributed Computing
Internati
Detectioonnal Symposium on Recent Advances in Intrusion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Symposium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Conference
SIA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ACM
Internatioonalnal Conference
ConferenceononImage
Multand
imediViadeoRetriRetri
evaleval(Former
ACM Internati
)
ACM
Network
and
Operati
n
g
System
Support
for
Di
g
i
t
al
Audi
o and
Video
ACM SIGAPP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ACM
GamesSIGGRAPH Symposium on Interactive 3D Graphics and
ACM
ExecutioSIGPLAN/SIGOPS
n Environmen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ACM Symposium on Cloud Computing
ACM
um on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Symposi
y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ACM/IEEE
um on Architectures for Networking and
CommunicatioSymposi
ns Systems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Eurographics symposium on Geometry Processing
Euromicro Conference on Real-Time Systems
European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Spotlight)
Financial Cryptography and Data Security
Genetic and Evolutionary Computation Conference
IEEE Computer Security Foundation Symposium
IEEE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
IEEE Conference on Information Visualization
IEEE
InternatiSurvei
onal l ance
Conference on Advanced Video and
Signal-Base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uster Comput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Design
IEEE
Internati
Data, and
Analoynaltics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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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T
MASS
ICPR
ICRA
SECON
ICST
ISLPED
ISMAR
ISPASS
ISSRE
IISWC
SRDS
CCGrid
NOMS
SEC (IFIP-SEC)
ISMB
FASE
ICSOC
AISTATS
ICAPS
CONCUR
DASFAA
HiPEAC
ITS
ICLP
MICCAI
Europar
IJCAR
SAS
ISAAC
STACS
PAKDD
RECOMB
SOUPS
TCC

IEEE
TechnolInternati
ogy onal Conference on Massive Storage Systems and
IEEE
Systems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dhoc and Sensor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EEE
NetworkiInternati
ng onal Conference on Sensing, Communication, and
IEEE
ValidatiInternati
on 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erification and
IEEE
Design International Symposium on Low-Power Electronics and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EEE
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Analysis of
SystemsInternati
and Software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kload Characterization
IEEE Symposium on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Grid
Computing
IEEE/IFIP Network Operations and Management Symposium
IFIP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Conference
Intelligent Systems for Molecular Biology
Internati
Engineerional
ng Conf. on Fundamental Approaches to Software
International Conf. on Service Oriented Comput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ed Planni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urrency Theo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base Systems for Advanced
Applications
Internati
onal and
Conference
Architectures
Compilerson High Performance and Embedd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c Programming
Internati
ComputeronalAssiConference
sted Interventionons Medical Image Computing and
Internati
Computionnal
g European Conference on Parallel and Distributed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utomated Reasoning
International Static Analysis Symposium
International Symposium on Algorithms and Computation
Internati
Scienceonal Symposium on Theoretical Aspects of Computer
Pacific-Asia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Research in Computational Molecular Biology
Symposium On Usable Privacy and Security
Theory of Cryp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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