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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초빙(정년트랙) 공고

■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 지원 자격

■ 심사절차

■ 지원서 접수 및 심사일정과 제출서류 안내

 ㆍ인터넷 접수

 ㆍ심사일정

 ㆍ연구실적물 등 서류접수

■ 유의 사항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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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대학(원) 대학(원) 초빙분야 학위 인원
영어

강의
비고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문예창작(문학평론,영상.드라마평론) 박사 1 권장

고전문학 박사 1 권장 · 고전시가 전공자 우대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박사 1 의무 · 상법 전공자에 한함

행정법 박사 1 의무 · 행정법 전공자에 한함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정보보호(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 박사 1 의무

경영대학
경영학과 운영관리 박사 1 의무

경영정보학과 Big Data 박사 1 의무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뇌공학 박사 1 의무

· 고양캠퍼스

· Brain science interface 및 

뇌영상 이미지, 초분광 

영상기술,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야 우대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시스템IC설계 박사 1 의무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 전 분야 박사 1 의무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기계공학 전반 박사 1 의무
· 대학원 열유체 강의 가능자 

우대

건축공학부 건축계획 및 설계 박사 1 의무

산업시스템공학과
응용확률통계, 최적화, 

금융공학 (블록체인 포함)
박사 1 의무

멀티미디어공학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전 분야 박사 1 의무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탄소중립소재 박사 1 의무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현대문학교육 박사 1 권장 · 교육학 박사 우대

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경찰학 박사 1 권장
· 4년제 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 경력자 우대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 인공지능 박사 1 의무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분야

  (빅데이터, 엔터테인먼트 포함)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문화콘텐츠기획) 박사 1 의무
· 문화예술학 및 문화콘텐츠학 

박사에 한함

· 산업체 경력자 우대

문화학술원 문화학(동유라시아 문화연구) 박사 1 권장

· HK플러스사업단의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 

문명·문화사 아젠다 연구 

수행 가능자(문학, 역사학, 

인류학 분야 전공자 지원가능)

합 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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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1. 자격 기준 (공통)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동국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2.8.31.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법학과는 상법 및 행정법 전공 박사 학위자에 한함

     ※ 문화콘텐츠학과는 문화예술학 및 문화콘텐츠학 전공 박사 학위자에 한함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일(2022.8.31.) 이전까지 학위 미취득시 임용이 자동 취소됨

   다.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라. 영어강의 필수 여부 : 상기 초빙분야 참조

   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일부 학과의 경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2. 초빙분야별 최소 연구업적 자격기준

순번 초빙분야 계열
연구업적

최소점수
비고

1 문예창작(문학평론,영상·드라마평론) 예체능 1,44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720점 이상 포함

· 창작업적 인정 문예지 목록 후면 참조

2 고전문학 인문사회 1,44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3 상법 인문사회 1,20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4 행정법 인문사회 1,20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5 정보보호(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Computer Science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은 업적 인정

 (인정 국제학술대회 목록 붙임 참조)

6 운영관리 인문사회 63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국제저명학술지(A) 주저자 게재논문 1건 이상 포함

7 Big Data 인문사회 63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국제저명학술지(A) 주저자 게재논문 1건 이상 포함

8 뇌공학 자연공학 1,62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9 시스템IC설계 자연공학 1,44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10 컴퓨터공학 전 분야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computer science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은 업적 인정

 (인정 국제학술대회 목록 붙임 참조)

11 기계공학 전반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12 건축계획 및 설계 예체능 900 · 건축 설계분야 작품업적 200점 이상 포함

13 응용확률통계 및 최적화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14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전 분야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Computer Science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은 업적 인정

 (인정 국제학술대회 목록 붙임 참조)

15 탄소중립소재 자연공학 1,80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16 현대문학교육 인문사회 1,08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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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업적 양적 평가 기준

  가. 인정 기간 : 2019.06.01. - 2022.05.31. (3년)

  나. 연구업적별 인정 환산율

    (1) 학술논문 : 위 기간 내 게재 완료(권/호 또는 DOI 번호 부여)된 논문

    (2) 국제학술대회 논문 : 위 기간 내 논문 형식을 갖춘 Full Proceeding 논문

<학술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 저자구분별 인정 환산율>

구  분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 비고

전체 저자 1인 100% - - 자연공학계열 SCI(E) 논문 

  IF 및 JCR IF  가중치 반영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SSCI논문 

  JCR IF 가중치 반영

전체 저자 2인 80% 40%

전체 저자 3인 70% 30%

전체 저자 4인 이상 60% 20%

    (3) 전문학술저서 : 단독 저술이 아닌 경우 1/n(저자수) 적용 

    (4) 국제/국내특허 : 1/n(발명자수) 적용

    (5) 기술이전 : 지분율 적용

    (6) 연구비 수주 

      (가) 다.‘연구업적 항목별 평점’산학협력 항목의 연구비 참조

      (나) 최근 3년(2019.06.01. - 2022.05.31.)에 포함되는 연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

  다. 연구업적 항목별 평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내용 비고

논문

국제저명학술지(A)
500 SSCI, A&HCI 단, 자연공학계열의 경우에는 300점임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 미인정

Case Study 게재논문 미인정  

300 학문분야별 JCR IF상위 60% 이내 SCI, SCIE

국제저명학술지(B) 180 학문분야별 JCR IF하위 40% 미만 SCI, SCIE

국제저명학술지(C) 150

SCOPUS  

- Article, Review, Erratum, Book Chapter만 인정

- Erratum의 경우,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Book Chapter의 경우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권, 호, 정기발행의 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 

한함

17 경찰학 인문사회 630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국제저명학술지(A) 주저자 게재논문 1건 이상 포함

18 인공지능 자연공학 1,080
· SCOPUS 및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미인정

· Computer Science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은 업적 인정

 (인정 국제학술대회 목록 붙임 참조)

19 문화콘텐츠학 인문사회 900
· KCI 우수등재지 게재논문 주저자 1건 이상 포함

· KCI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불인정

· 창작업적 미인정

20 문화학(동유라시아 문화연구) 인문사회 720 · KCI 우수등재지 게재논문 가산점 부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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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내용 비고

널형식을 갖춘 것만 인정함

국내저명학술지(A) 120 KCI 등재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 

한함

국내저명학술지(B) 120 KCI 등재후보지 예체능 계열에 한함

저서 전문학술저서 200

전문학술저서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저서로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

저서

※제외 : 개정(증보)판, 대학교재용 학술서, 편저서, 번

역서, 사전, 중등교과서, 창작단행본, 연구교재, 세미나 

또는 연구보고서 모음집, 워크숍 또는 공청회 자료 등

산학협력

연구비

(총괄 및 세부책임자 

에 한함)

-

• 인문/사회/예체능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백만원당 3.5점 2점

• 자연/공학

 

구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백만원당 1점 0.7점

국제특허 300

국내특허 100

기술이전료 - 연구비 환산공식 산출 점수 × 4 

국제학술대회

논문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경찰행정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 

AI융합학부에 한함)

-

인정IF 실적 점수

4 600

2~3 300

1 180

※ 논문 형식을 갖춘 Full Proceeding만 인정 

※ 동일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인정 불가

국제학술대회 리스트 

: 붙임 파일 참조

창작분야

(문학)

평가기준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

제10조(문학) 문학분야 창작물은 국내외 전문 문학지에 게재한 시, 소설, 평론, 희곡, 시나리오 등의 

문학장르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저명 : G8국가의 전문 문학지(발행부수 5,000부 이상)에 게재한 문학작품을 말한다.

2. 국내저명A :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문학창작분야의 A급 국내전문 문학지(창작과 비평, 문

학과 사회, 문학동네, 현대문학, 문학사상)에 게재한 문학작품을 말한다.

3. 국내저명B :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문학창작분야의 B급 국내전문 문학지(시작, 현대시학, 

릿터, 21세기 문학, 현대시)에 게재한 문학작품을 말한다.

* 국제저명문학작품 : 300점

* 국내저명문학작품(A/B) : 120점

창작분야

(설계)

평가기준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

제18조(설계) 설계(건축․인테리어․시스템)분야 창작물은 국내․외의 전문전시장에서 개최한 개인 및 

단체전시회 또는 건축분야 전문잡지에 게재한 설계작품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단체전시회의 경우, 해당등급 개인전시회 업적평점의 50%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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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연/공학계열 SCI(E) 국제저명논문은 JCR IF 상위 또는 IF에 의한 가중치 부여 (①과 ②중 큰 값 적용)

    ① 학술지 계열(category)별 IF 상위 비율(%)은 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전 JCR값을 적용

학문분야별 JCR IF상위 

 10% 초과 ~ 25% 이내

학문분야별 JCR IF상위 

10% 이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5% 이내

2배 3배 4배

    ② IF 가중치는 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전 값을 적용

IF 값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

가중치 4배 7배 10배 15배

  마.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SSCI 국제저명논문은 JCR IF 상위에 의한 가중치 부여 

    ① 학술지 계열(category)별 IF 상위 비율(%)은 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전 JCR값을 적용

학문분야별 JCR IF상위 

 25% 초과 ~ 50% 이내

학문분야별 JCR IF상위 

25% 이내

1.5배 2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내용 비고

1. 국제저명 : G8국가의 전문전시장(건물면적 1,000㎡ 이상)에서의 개인 및 단체전시회 또는 

건축분야 국제저명 전문잡지(발행부수 5,000부 이상) 게재 설계작품을 말한다.

2. 국내저명 : 국내의 전문전시장(건물면적기준 500㎡이상)에서의 개인 및 단체전시회 또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분야 국내저명 전문잡지 게재 설계작품을 말한다.

* 건축분야 국내저명 전문잡지는 연12회 발간하는 공간, C3, CONCEPT, bob 전문잡지와 건

축문화, 설계경기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국제저명 개인(단체)건축·인테리어 설계전시, 설계작품 : 300(150)점

* 국내저명 개인(단체)건축·인테리어 설계전시, 설계작품 : 120(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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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1. 1차 심사(대학 본부) : 서류심사 (지원자격, 연구역량평가)

 2. 2차 심사(단과대학 및 학과) : 학력 및 경력, 교수역량평가 (공개강의평가 등)

 3. 3차 심사(대학 본부) : 전공적합성심사, 연구역량평가

   - 연구업적에 대한 정성평가 및 초빙분야와의 적합도

 4. 4차 심사 : 면접심사

   - 각 초빙분야별 복수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

   - 면접심사, 건학이념평가

 5. 이사회 의결(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이사회에서 최종 임용예정자 선정

■ 지원서 접수 및 심사일정과 제출서류 안내

 1. 지원서 접수

   가. 대상자 : 분야별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22년 6월 8일(수) 10:00 ~ 6월 13일(월) 17:00까지

     (1) 지원 자격 및 접수방법에 관한 문의 : 서울캠퍼스 연구처 연구역량지원실

        (☎ 02-2260-3033 / kkc@dongguk.edu)

     (2) 지원서 작성 시 시스템 문제에 관한 문의 : 서울캠퍼스 정보처(☎ 02-2260-3915)

   다. 접수방법 : 본교 서울캠퍼스 홈페이지(www.dongguk.edu)에서 온라인 접수 및 파일 업로드

     ※ 접수페이지 링크 : https://mdrims.dongguk.edu/index?login=hurt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 (인터넷익스플로러 접속 불가)

     ※ 채용선택 : [서울-공개초빙] 2022-2학기 정년트랙 전임교원 

     (1) 교원임용지원서 : 홈페이지 On-Line 입력(사진은 200KB 미만의 파일 업로드)

     (2) 전체 연구업적 : 홈페이지 On-Line 입력 및 PDF파일 업로드

       (가) 홈페이지 On-Line 입력

         ▸ 학위논문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 학술논문 : 국제저명논문, 국내저명논문

         ▸ 창작업적(해당자) : 문예창작 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 한함 

         ▸ 전문학술저서 : 인정 여부는 심사에 따름

         ▸ 특허 : 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 제외) 

         ▸ 연구비 : 연구책임자(총괄 또는 세부)에 한하며, 공동연구자는 제외

https://mdrims.dongguk.edu/index?login=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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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예시]

-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 수주금액에서 업적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 일할계산 = 연구비 총 수주액 / 연구일수(D)

- 일할계산 시 1년은 365일 기준으로 하되, 2월 29일이 있는 해의 경우 366일로 계산하여 반영

- 일할계산 금액과 우리대학 업적인정 기간에 해당되는 일수를 곱하여 업적평가 대상 연구비 산출

- 업적인정기간 : 2019.06.01. - 2022.05.31.

         ▸ 기술이전  

         ▸ 국제학술대회 논문 : 논문형식을 갖춘  Full Proceeding 논문이어야 하며, 아래 분야에서만 인정  

            ① 컴퓨터공학전공 초빙 분야

            ② 경찰행정학부 초빙 분야

            ③ 멀티미디어공학과 초빙 분야

            ④ AI융합학부 초빙 분야

       (나) 논문 증빙자료 : PDF파일 업로드

         ▸ 입력한 논문 업적의 게재를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보통 첫 페이지)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연구’탭 우측 상단 ‘논문 증빙자료’에 업로드 

            ※ 파일명 : 지원분야_성명_업적증빙자료_논문 

            ※ 논문 전체(Full Page)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님

            ※ 10개의 논문이더라도 PDF 파일은 1개로 만들어 업로드(각각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 아님)

            ※ 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1개의 파일만 저장되

므로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해서 등록해야 함

       (다) 국제학술대회 논문 업적 증빙자료 : PDF파일 업로드

         ▸ 입력한 국제학술대회 논문 업적별로 아래 내용을 모아서 1개의 PDF 파일로 작업한 후 ‘연구’탭 

우측 상단 ‘국제학술대회 증빙자료’에 업로드

            ※ 파일명 : 지원분야_성명_업적증빙자료_국제학술대회

            ※ 증빙 자료(논문별) ① 해당 국제 학술대회 초록집 일부 발췌(표지, 안내문, 목차, 일자 등 반드시 포함)

                                 ② 입력한 Full Proceeding 논문 

            ※ 전체 증빙 자료를 1개의 PDF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1개의 파일만 저장되므로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해서 등록해야 함)

       (라) 창작 업적(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문예창작분야 및 건축학부에 한함) 증빙자료 : PDF파일 업로드

         ▸ 등록한 창작업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사본, 포트폴리오 등)를 1개의 PDF 파일

로 작업한 후 ‘연구’탭 좌측 상단 ‘창작업적 등급 증빙자료’에  업로드

            ※ 파일명: 지원분야_지원자성명_업적증빙자료_창작

            ※ 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1개의 파일만 저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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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해서 등록해야 함

            ※ 문예창작 분야 : 사본 (앞표지 및 뒤표지, ISBN 및 출판년도, 목차, 저자 확인가능 페이지)

            ※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 포트폴리오(등록한 창작업적에 한함)

       (마) 기타 연구업적 증빙자료 : PDF파일 업로드

         ▸ 입력한 연구업적 중 논문/국제학술대회 논문 업적 및 창작업적을 제외한 전체 업적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연구업적별 내역을 모아서 1개의 PDF 파일(전체업적)로 작업한 후 ‘연구’탭 좌측 상

단 ‘기타 연구업적 증빙파일’에 업로드 

            ※ 파일명: 지원분야_성명_기타 연구업적

            ※ 반드시 기술이전은 지분율, 전문학술저서는 전체 저자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

            ※ 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1개의 파일만 저장되

므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해서 등록해야 함

       (바) 전공적합성심사(제1저자, 교신저자 논문만 지정) 대상 논문 증빙자료 : PDF파일 업로드

         ▸ 입력한 논문 업적 중 ‘전공적합성심사대상’ 으로 선택한 논문의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연구’탭 좌측 상단 ‘전공적합성심사 논문’에 업로드 

            ※ 파일명 : 지원분야_성명_전공적합성논문

            ※ 전공적합성심사 비대상 논문은 업로드 제외

            ※ 첫페이지를 포함한 논문 전체((Full Page)를 업로드 하는 것임

            ※ 3개의 논문이더라도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1개의 파일만 저장되므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1개의 파

일로 편집해서 등록해야 함)

            ※ 전공적합성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이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요약

본을 반드시 함께 업로드

            ※ 전공적합성심사 대상 자료가 창작업적일 경우 동일 적용

 2. 1차 지원자격 및 연구역량 평가 (대학 본부)

   가. 대상자 : 분야별 지원자

   나. 심사기간 : 2022년 6월 14일(화) ~ 6월 21일(화)

   다.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 2022년 6월 21일(화) 18:00 이전 예정

   라. 발표방법 : 연구처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유선 또는 e-mail 통보 

 3. 연구업적물 및 증빙서류 접수 (단과대학 교원초빙위원회)

   가. 대상자 : 1차 심사(대학 본부심사) 합격자 

   나. 접수기간 : ~ 2022년 6월 28일(화) 17:00까지

   다. 접수처 : 서울캠퍼스 지원분야 소속 단과대학(기관) 학사운영실/행정팀

     (1) 문과대학 학사운영실(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02-2260-3749



- 10 -

     (2)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과) : 02-2260-3742

     (3)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경찰행정학부) : 02-2260-3369

     (4) 경영대학 학사운영실(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 02-2260-8885

     (5)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사운영실(의생명공학과) : 031-961-5104

     (6) 공과대학 학사운영실(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

스템공학과, 멀티미디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 02-2260-3863   

     (7) 사범대학 학사운영실(국어교육과) : 02-2260-3883

     (8)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융합보안학과) : 02-2260-3631

     (9) AI융합대학 학사운영실(AI융합학부) : 02-2260-8963

     (10)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문화콘텐츠학과) : 02-2260-3763

     (11) 문화학술원 행정팀(동국역사문화연구소) : 02-2260-8645

     ※ 서울캠퍼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대학 학사운영실

     ※ 고양캠퍼스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대학 학사운영실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2022년 6월 28일(화) 17:00까지 우편 도착분 또

는 지원 분야 소속 각 대학 학사운영실/행정팀에 직접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마. 제출서류 내역 : 사본제출 가능하며, 최종임용 시 원본제출

     (1) 각 학위별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 국외박사의 경우 최종학력 학위기 사본 제출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각 1부 

        - 지원서 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 타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 또는 비정년트랙)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    

          에 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증명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3) 병적증명서 : 1부(내국인 남자에 한하며,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4) 연구(창작)업적물 : 각 1부

       (가) 논문

         - 별쇄본 또는 해당 논문 사본

         - 최종학위 논문 

       (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해당 국제 학술대회 초록집 일부 발췌(표지, 안내문, 목차, 일자 등 반드시 포함)

         - 입력한 Full Proceeding 논문 사본

       (다) 특허 :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 특허 등록증 사본(등록 원부) 및 직무발명신고서

       (라) 전문학술저서

         - 사본 (앞표지 및 뒤표지, ISBN 및 출판년도, 목차, 저자 확인가능 페이지) 

       (마) 연구비 수주



- 11 -

         - 계약서(협약서) 사본(연구책임자가 명시된 부분 첨부) 

         - 연구계획서(기관 제출본) 표지

       (바)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지분율 표기)

       (사) 창작업적(문예창작 분야 및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지원자에 한함)

         - 문예창작 분야 : 사본 (앞표지 및 뒤표지, ISBN 및 출판년도, 목차, 지원자 창작물 전문 사본)

         -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 포트폴리오(등록한 창작업적에 한함)

  

     (5) 교육 및 연구계획서 : 임용 후 교육 및 연구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주제, 본인의 연구가 대학 

및 학과발전에의 기여 가능성을 A4 3장 이내로 제출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가) 첫 페이지 상단에 초빙분야, 성명 기재 

       (나) 연구계획서에 아래 향후 3년간 정량적 연구성과 창출 계획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논문

SSCI / A&HCI

주저자 건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SCIE

KCI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창작(예체능계열) 창작물 건수

연구비 (입금액)_신규 계획 단위 : 백만원

연구비 (입금액)_기존 과제

※ 본교임용 시 이관가능 금액
단위 : 백만원

특허

(등록)

국제
등록 건수

(주 발명자)
국내

기술이전 (금액) 단위 : 백만원

     (6)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

     (7)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8) 불교도신행증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 함)

        ※ 불교도신행증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양식 첨부 참조)

   바.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제출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3) 최종 임용 확정 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연락처를 필히 명기할 것(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함)

     (4)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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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4. 2차 학력 및 경력, 교수역량평가 (단과대학 교원초빙위원회)

   가. 대상자 : 1차 심사 합격자

   나. 심사기간 : ~ 2022년 07월 13일(수)

     ※ 각 학과별 심사일 및 준비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원초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개별통보

   다.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거주자는 온라인 평가 예정(변동 시 재안내)

 

5. 3차 연구역량평가, 전공적합성심사 (대학본부)

   가. 심사기간 : ~ 2022년 07월 13일(수) ※ 2차평가와 동시 진행

   나. 심사내용 : 교육 및 연구업적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및 초빙분야와의 적합도(서류심사)

   다. 합격자 발표 : 2022년 07월 13(수) 18:00 이전 예정

   라. 발표방법 : 연구처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

 6. 4차 심사 : 면접심사 (대학본부)

   가. 대상자 : 3차 심사 합격자

   나. 심사기간 :  ~ 2022년 07월 20일(수)

   다. 면접심사내용 : 면접위원회 심사, 건학이념평가

   라. 합격자 발표 : 2022년 07월 22일(금) 18:00 이전 예정

   마. 발표방법 : 연구처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바.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거주자는 온라인 면접 예정(변동시 재안내)

 7. 이사회 의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

   가. 대상자 : 면접심사 합격자 (복수 인사제청 – 이사회에서 최종 임용예정자 선정)

   나. 심사기간 : 추후 안내

 8.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 일정에 따라 발표 예정

   나.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일이 확정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을 통보

■ 유의 사항

 1. 최종 합격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계약제 임용하며, 계약 만료 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함.

   가. 임용예정일 : 2022년 9월 1일

   나. 보수는 본교 인사규정에 의거 성과보수제를 적용

 2. 초빙 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지원자는 1개의 초빙분야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불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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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가 허위 기재인 경우에는 임용이 자동 취소됨.

 6. 필요시 지원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실시 할 수 있음.

■ FAQ

Q1. 시스템의 ‘확인번호’는 무엇인가요?

A1. 지원시스템상 비밀번호이므로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Q2. 초빙 예정인 모든 분야에서 KCI 등재학술지 논문 실적을 인정하나요?

A2. KCI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며,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KCI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은 예체능계열 분야만 인정합니다.

Q3. SCOPUS 학술지 논문 실적을 인정하나요?

A3.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며,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4. 3차 심사(전공적합성심사)에서 심사대상으로 인정하는 연구업적은 무엇인가요? 

A4.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국제학술대회 논문 업적입니다.(제1저자, 교신저자에 한함) 

    단, 문예창작 분야 및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지원자는 창작업적도 가능합니다.

Q5. 현재 게재 또는 발간되지는 않았으나 게재 또는 발간될 예정인 연구실적도 인정되는지요?

A5.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DOI 번호가 나온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합니다.

Q6. 1차 서류 접수 시 온라인접수 외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6. 서류 접수는 온라인접수만으로 완료되며, 업적 증빙자료(PDF)를 반드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Q7.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은 해당 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7. 해당 분야 외의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Q8. 증빙파일 업로드시 논문별로 업로드를 해도 되나요?

A8. 시스템 상 1개의 파일만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별로 업로드할 경우 기존 업로드 된 파일은 자동 

삭제됩니다. 논문 전체를 한 개의 파일로 만든 후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