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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임직 교원 초빙

DGIST 융복합교육 및 미래브레인(MIREBraiN)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식창조형 인

재를 양성하고 첨단 융복합 분야의 지식창출로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의 비전 실

현에 동참할 우수 교원을 초빙합니다. 
*미래브레인(MIREBraiN) 프로젝트 : DGIST 6대 중점 연구 분야인 신물질과학(M), 정보통신융합공학(I), 로봇공학(R), 

에너지시스템공학(E), 뇌과학(B), 뉴바이올로지(N)를 의미함.

 

1. 대학원 초빙인원 및 분야 
전   공 초빙인원 세  부  분  야

신물질과학전공(M) 0 • Experimental or theoretical Quantum Materials 
  (High-Tc Superconductors, Magnetic Spintronics Materials, etc.)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I) 0
• Distributed/parallel computing, and operating systems
• Architecture, compiler, runtime support
• Analog circuit, Integrated circuit, and VLSI design
• Medical and image signal processing,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 Control and systems theory with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로봇공학전공(R) 0
• Rehabilitation Robotics
• Surgical Robotics
• Robot Design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E) 0
• Solar energy utilization
•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 storage
• Modeling/simulation for energy materials & systems  

뇌과학전공(B) 0

• Neuronal regulation of metabolism and metabolism-related disorders
• Neuronal cell death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 Chemical sensory system
• Neurodevelopment
• Biological principles of cognitive/systems neuroscience 
• Neuropsychiatric disorders
• Leaning, memory and complex behavior
• Synapse and circuits

뉴바이올로지(N) 0

• Aging Biology
  : genetics, genomics, evolution, and/or systems biology of aging and life 

span in animal systems including human aging
• Phenome of plants and/or animals
• Nano-Bio Imaging 
• Systems biology and/or big data biology 
• Quantum Biology and Biophysics including photosynthetic process

 



2.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초빙인원 및 분야
초빙분야 세부분야 초빙인원 비  고 

물리 응용광학(실험) 0 학부 광학과 양자 역학 관련(전자기파와 광학, 양자역학과 
나노물리) 교재 개발 및 강의 가능자

화학 유기화학 전 분야 0 학부 유기화학 관련(유기반응 및 합성, 물리유기화학) 교재 
개발 및 강의 가능자

3. 임용(예정)일 : 2014년 1월 1일 이후(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4.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다. 영어강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내·외국인 구별 없음
   마.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5.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본원소정양식) 
       ※ DGIST 홈페이지 http://www.dgist.ac.kr/ 채용정보 다운로드
   나. 대표실적 5편
   다. 추천서 3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 요청)
6. 접수방법 : 교원초빙 홈페이지(http://faculty.dgist.ac.kr)를 통해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7. 서류접수기간 : ‘13. 7. 2(화) ~ ‘13. 7. 31(수) 18:00까지(한국시간) 접수분에 한함
8. 초빙심사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 전공심사 ⇨ 본부심사 ⇨ 최종심사
(8월중) (9월중) (9월중) (9월중)

   ※ 심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9. 유의사항
   가.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최종 초빙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함
   다.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변조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임용을 취소함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무처 전   화 : (053) 785-5116, 5110
                                  팩   스 : (053) 785-5119
                                  이 메일  : faculty@dgist.ac.kr 
                                  홈페이지 : www.dgist.ac.kr

2013.  07. 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참 고] 
   가. EKC2013 행사장에 DGIST 홍보부스 운영 예정 (교무처 담당자가 홍보 

부스 운영 예정)
   나. EKC2013 Job Fair Session에서 DGIST 교원의 발표가 예정됨
   다. DGIST의 인재 초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KC2013의 DGIST 홍

보부스 및 Job Fair Session에서 제공 예정



응시
직종 응시분야 응시

직급 자  격  요  건

연구직

나노바이오
/에너지

책임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13년 2월 취득 예정자

공통

○ 전공분야 : 물리, 화학, 생물, 재료공학, 전기전자 등 관련 학과
○ 수행예정 연구 분야
  - 나노바이오 물질, 순환형 섬유 소재
  - 투명 소자, 무기 발광 소자, 인쇄 전자 소자 및 관련 소재
  - 센서소재 및 소자, 에너지소재 (수소저장, 생산)
  - 세포생물학, 조직공학
  - 3D 바이오 이미징 (이차이온 질량분석, 이온산란분광)
  - 태양전지, 이차전지, 열전 재료 및 소자 연구
  - 태양전지, 이차전지, 열전 부품 제작 및 특성 분석 연구
 ※ 상기 연구 분야 중 1개 이상의 연구 분야 수행

IT융합/
로봇시스템

책임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13년 2월 취득 예정자

공통

○ 전공분야 
  -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제어공학 및 로봇
    관련 학과 등
○ 수행예정 연구 분야 
  -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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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임직 연구원

1. 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2. 초빙분야



  - 디지털 Hardware IP 및 SoC설계 기술 연구
  - Artificial Intelligent 기술 연구
  - 무선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기술 연구
  -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S/W 및 H/W 기술 연구
  - 의료-IT 및 뇌-IT 융합 기술 연구
  - 인간로봇상호작용(HRI, 원격조작) 기술 연구
  - 센서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로봇용 자율주행(SLAM) 기술 연구
  - 로봇 관련 기구설계/전장설계/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연구
  - 소형로봇 구동기, 센서, 제어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 로봇 제어 S/W 개발 및 실험
  - 모집전공분야 관련 국가연구과제 또는 직무 수행 
 ※ 상기 연구 분야 중 1개 이상의 연구 분야 수행

3. 심사 절차 

  

4. 기타
   가. ‘13년 1월, 3월, 4월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 채용함
   나. ‘13년 7월 2일 현재, 추후 채용 일정 미정
   다. 추후 채용 일정 확정 시 DGIST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게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