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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및 인원

가. 일반 전임교원 : 27개 분야(춘천 23개 분야, 삼척 4개 분야)

※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내에 Cell, Nature, Science 저명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로 논문실적이

1편 이상이 있는 지원자는 지원자격 연구실적 요건에 미달하여도 지원이 가능함

2. 지원자격

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초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접수 마감일 예정자 제외)

3.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및 반영 항목

가.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1.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 최근 4년(2014.05.01.～2018.04.30.)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게재예정 연구실적물 제외)
- 인정기간 내 On-line, Off-line 발표 논문(On-line 발표논문은권, 호, 면및게재일자가명시되어야함)

※ On-line과 Off-line 발표일이 다른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게재일자를 기준으로 함

-「I.F.(Impact Factor)」란에는 해당 학술지의 최근 자료입력(2016년 기준 수치)

-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표시가 없는 경우 미인정(논문에 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 증빙서 첨부)

3. 지원자격 요건 산정을 위한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학술지 등급별 가중치 미적용)

※ 분야별 심사기준표는 교원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모집분야별 연구실적 반영 항목

대학
(원)

학 과(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지원자격 연구실적 요건
※ 인정기간 및 환산율은 3.연구실적
물인정기준및환산율참조

부가조건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지정여부

계열 비고

의생명
과학대학

의생명융합학부
세포치료/
분자-세포 공학/
시스템생물학

1
최근4년간 SCI(E)  이상 200%이상
(리뷰논문제외), 단, SCI(E) 주저자 
2편 이상

○
자연
과학

【학술논문의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1) 단독연구 : 100%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저자 수에 관계없이 80% (단, 수학교육과는 교신저자만 인정)

 3)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 100/n% (n이 5인 이상인 경우 5로 한다)

   ※ 교신저자의 경우 논문에 표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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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지원서 입력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knuhr.kangwon.ac.kr (강원대학교 교원 채용 홈페이지)

나. 인터넷 지원서 입력기간 : 2018.05.11.(금) 09:00 ～ 2018.05.25.(금) 18:00

다. 유의 사항

1)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함

2) 지원 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착오․누락이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인터넷 지원서 입력 후 제출 서류(교수 초빙 지원서 등)를 2018.05.25.(금) 18:00까지 해당

접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교수채용 관련 문의처

초빙분야
인정여부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지정여부
추가반영요소

(기타)논문 저서 역서 편저 특허 I.F.

분자세포생물학 또는 대사생화학 ○ - - - - ○ ○

대학(원) 학 과(부) 초빙분야 연락처 비고

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융합학부 세포치료/분자-세포 공학/시스템생물학 033-250-8380

춘천캠퍼스 교수초빙 전반에 대한 문의 033-250-6021~3

인터넷 입력 관련 전산에러 문의 033-250-7721

교수 공개채용 이메일 문의 : knuhr@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