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직] 2022년 6월 KAIST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연수연구원

응용과학연구소A 무관 1명

응용과학연구소B 신입 1명

응용과학연구소C 신입 1명

응용과학연구소D 무관 1명

응용과학연구소E 무관 2명

응용과학연구소F 무관 2명

응용과학연구소G 무관 1명

응용과학연구소H 무관 2명

응용과학연구소I 무관 1명

정보전자연구소A 신입 1명

정보전자연구소B 무관 1명

정보전자연구소C 신입 1명

정보전자연구소D 무관 1명

정보전자연구소E 무관 1명

정보전자연구소F 신입 1명

정보전자연구소G 신입 1명

정보전자연구소H 신입 1명

정보전자연구소I 신입 1명

기계기술연구소A 무관 1명

기계기술연구소B 신입 1명

기계기술연구소C 신입 2명

기계기술연구소D 신입 1명

산업경영연구소 무관 2명

인류세연구센터 무관 1명

위촉연구원

헬스사이언스연구 무관 1명

나노 집적회로 연구 무관 2명

행정발전센터_HRM전문가 신입 1명

화재폭발 재난재해 위험성 연구 신입 1명

AAV 생산 및 분석 신입 1명

* 모집분야 1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복수지원 불가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별 세부내용

□ 연구직 (연수연구원)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A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스마트 환기 시스템 및 실내 통합 환경 상황인지 모델 개발 관련 연구수행 보고서 및 관련 학술 논문 작성

· 건물 HVAC 최적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AI 기반 예측 제어 모델 개발 연구 수행 및 관련 학술 논문 작성

· 건물/도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한 웹 기반 SW 프로토타입 개발 및 효용성 평가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장성주 교수 연구실 (SSE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sel.kaist.ac.kr/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B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2.12.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고성능 복합재료의 설계 및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 

· 수치해석 및 실험을 통한 복합재료의 성능검증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홍정욱 교수 연구실 (AAM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aaml.kaist.ac.kr/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C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2.12.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입자 해석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균열진전 및 소성변형 해석

· 입자 해석법과 유한요소법의 결합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의 확장 연구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홍정욱 교수 연구실 (AAM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aaml.kaist.ac.kr/ 

http://ssel.kaist.ac.kr/
https://aaml.kaist.ac.kr/
https://aaml.kaist.ac.kr/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D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4,2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이산화탄소 활용 나노∙바이오소재 기반 고내구성∙기능성 복합재료 개발 연구

· 무시멘트 결합재 활용 고성능∙친환경 건설소재 개발 지원

· 나노∙바이오 소재 기반 기능성 건설재료 특성 분석 및 물성치 모델링 등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이행기 교수 연구실 (SAM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ckbook.ddoni.com/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E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2,300,000원/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미생물에 의한 지반 안정화 및 친환경적 지반 개량 공법에 대한 연구

· 지반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지반의 물성 변화 측정 및 정량화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권태혁 교수 연구실 (GELA)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kwon.kaist.ac.kr/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F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 모델링 및 수치해석

· 원격 모니터링 및 물성치 획득 기술 개발

·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

· 사방구조물 디자인 최적화 기법 개발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이승래 교수 연구실 (GE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geotech.kaist.ac.kr:473/index.htm 

http://ckbook.ddoni.com/
https://kwon.kaist.ac.kr/
https://geotech.kaist.ac.kr:473/index.htm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G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2,5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환경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국책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등

· 전도성 막전극을 활용한 전기화학적 공정구축 및 성능 평가

· 초순수 공정 국산화 장치의 성능 검증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강석태 교수 연구실 (SWEET 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weet.kaist.ac.kr/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H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신소재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4,000,000원/월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2.28.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조직 내 다수의 단백질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초다중 이미징 기술 개발 

· 초다중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일반 생물학 및 의학 연구 혹은 spatial biology 관련 연구 수행

· 초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개발 혹은 이를 활용한 생물학 및 의학 연구 수행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계획 수립 및 과제 작성

· 전반적 연구실 관리 및 과제 관리 및 수행

기타
· KAIST 신소재공학과 장재범 교수 연구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sites.google.com/site/jbchang03 

모집분야 응용과학연구소I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신소재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2.28.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연구개발 과제 작성 및 수행

· 리튬 또는 나트륨 이차전지 관련 과제 수행

· 투과전지현미경을 이용한 배터리 전극 소재 구조분석 과제 수행

기타
· KAIST 신소재공학과 육종민 교수 연구실 (EMEMG)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yuklab.kaist.ac.kr/ 

http://sweet.kaist.ac.kr/
https://sites.google.com/site/jbchang03
http://yuklab.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A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연구 : 강화학습 분야 기초 및 응용 연구 수행

· 교육 : 강화학습 분야 대학원생 지도

· 후속 연구 발굴 : 강화학습 분야 후속 연구 및 과제 발굴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성영철 교수 연구실 (SISRe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sites.google.com/view/sisrelkaist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B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나노 반도체 소재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 등) 합성 업무

· 나노 반도체 소재 기반 소자 (태양전지, 포토디텍터 등) 응용 업무

· 나노 반도체 박막의 기계적 특성 향상 기술 개발 업무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정용 교수 연구실 (ADEC)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adec.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C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3,2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6G 이동통신을 위한 엑세스와 인도어 광통신 기술’ 연구 수행

· 광액세스망 및 인도어 광전송 기술 관련 연구 수행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훈 교수 연구실 (PSR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psrl.kaist.ac.kr/ 

https://sites.google.com/view/sisrelkaist
http://adec.kaist.ac.kr/
http://psrl.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D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기계학습 기반 회로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 PIM 구현을 위한 논리합성방법 개발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영수 교수 연구실 (DT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dtlab.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E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5,1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2.28.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전기/전자)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신호 무결성 (SI)/전자파 적합성 (EMC)을 고려한 고속 IT 전자부품 (커넥터, 케이블) 설계, 개발 및 검증

· 고속 인터페이스를 위한 PCB 및 패키지 설계 및 검증

· 고속 커넥터 표준화 활동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 연구실 (TERA 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tera.ac.kr/ 

http://dtlab.kaist.ac.kr/
http://www.tera.ac.kr/


모집분야

Field of 

recruitment

정보전자연구소F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F

직종

Category

연구직

Research position

직명

Name of 

position

연수연구원

Post-Doc.

고용형태

Type of 

employment

기간제

Fixed-Term

근무형태

Service 

Type

전일제(주5일, 40시간)

Fulltime

(5days a week, 40hours)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바이오및뇌공학과)

KAIST

(Dep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모집구분

Recruitment 

type

신입

Newcomer

급여수준

Payment

2,800,000원/월

(2,800,000KRW/Monthly Salary)

채용인원

Number of 

employees 

being 

recruited

1명

계약기간

Period of 

Employment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Eligibility

Criteria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전기/전자)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ph.D. in relevant research field( Electrical and electronic) (Included an applicant who is expected to 

acquire ph.D. degree before the first day of employment)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Job 

description

· 바이오메디컬 저전력 집적회로 시스템 설계 및 측정 

(Design and measurement of biomedical low-power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설계 및 측정 (Design and measurement of analog/digital circuits)

· 학술대회/ 논문/ 제안서/ 보고서 작성

(Writing research articles,  proposals, and reports for projects)

· 교수/ 학생들과 토론 및 논의 및 과제 참여(Discussion with professors/students,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기타

ETC.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김철 교수 연구실 (BEEE) 채용 건

Employment of Professor KIM, Chul's laboratory in dept. bio and brain engineering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beee.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G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2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혈액 유래 RNA 발현 패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발굴

· 조직 유래 암 특이적 RNA Splicing 패턴 연구

· Exosomal RNA Data 분석을 위한 Processing method 정립

기타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연구실 (OMICS 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omics.kaist.ac.kr/ 

https://beee.kaist.ac.kr/
https://omics.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H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2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대규모 single-cell RNA 발원 패턴 분석을 통한 면역항암치료 타겟 발굴

· cell-to-cell 상호작용 기반 angiogenesis 기전 및 타겟 발굴 연구

· 세포 단위 gene regulatory network 기반의 면역 세포 분화 관련 전사 인자 패턴 분석

기타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연구실 (OMICS 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omics.kaist.ac.kr/ 

모집분야 정보전자연구소I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면역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 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다공성 실리콘 나노입자 합성

· 지질 나노입자 합성

· 면역효과 분석을 위한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

기타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실 (Park_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openwetware.org/wiki/Park_Lab 

모집분야 기계기술연구소A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15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2.28.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플라즈마 촉매 시스템 관련 기술 추적 및 확보

· 플라즈마 활성종(O3, NO, NO2, etc.) 발생 특성 실험적 분석

· 플라즈마 구현 중성기체 유동 발생 특성 실험적 분석

기타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박상후 교수 연구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

https://omics.kaist.ac.kr/
https://openwetware.org/wiki/Park_Lab


모집분야 기계기술연구소B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항공우주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2.12.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수소 혼소/전소 다단노즐 시험리그 구축

· 암모니아 혼소/전소 시험 설비 구축

기타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김규태 교수 연구실 (연소 불안정 및 레이저진단 실험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ae.kaist.ac.kr/boards/view/board_lab/84 

모집분야 기계기술연구소C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항공우주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2,300,000원/월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기계공학/항공)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 SCI급 저널 논문 실적 1건 이상 보유자 (응시원서 상 기재한 논문 실적만 인정)

직무내용

· 극초음속 고온 실기체 환경 열 차폐 시스템 연구 수행 

· 극초음속 공기열역학 연구 수행 및 유동진단기술 개발연구 수행

· 연구원 실험 관리 및 연구 협업   

기타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기수 교수 연구실 (극초음속연구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

모집분야 기계기술연구소D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항공우주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3,0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다수 유도탄의 분산화 운용 전략 수립 연구 수행

· 방어체계의 무기할당 기술 개발 연구 수행

기타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최한림 교수 연구실 (LICS)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lics.kaist.ac.kr/ 

https://ae.kaist.ac.kr/boards/view/board_lab/84
https://lics.kaist.ac.kr/


모집분야 산업경영연구소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60,000,000원/년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전기및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산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및 ICT 관련 

공학분야 등 유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세부전공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스마트팩토리 내 생산 및 물류 시스템 관점에 대한 제조자동화시스템 및 제조 디지털 트윈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논문 작성 (선행 논문 및 연구 스터디 병행하며 진행)

기타
·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장영재 교수 연구실 (AE Lab)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dm.kaist.ac.kr/ 

모집분야 인류세연구센터 직종 연구직 직명 연수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인류세연구센터)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855,925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서류·면접전형에서 박사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인류세 시대 탄소중립에 대한 초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센터가 주도하는 인류세 연구 사회 확산 활동에 참여 

기타
· KAIST 인류세연구센터 박범순 교수 (인류세연구센터)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anthropocenestudies.com/

https://www.sdm.kaist.ac.kr/
https://anthropocenestudies.com/


□ 연구직 (위촉연구원)

모집분야 헬스사이언스연구 직종 연구직 직명 위촉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KAIST 헬스사이언스 

연구소)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3,000,000원/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8.01. ~ 2024.07.31. (※계약기간 연장 불가)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의용생체공학/전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면접전형에서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생체신호 및 음성신호 분석

· 생체신호 및 음성신호 기반의 감정 및 스트레스 모델 생성

· 연구 수행 보고서 및 논문 작성

모집분야
행정발전센터_

HRM 전문가
직종 연구직 직명 위촉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문지캠퍼스

(행정발전센터)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4,1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8.01. ~ 2023.07.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서류·면접전형에서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HRM(인적자원관리) 전문가

· 인사고과 개선 방안 연구,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직무 분석 정책 연구

· 각종 통계·분석 

모집분야
화재폭발 재난재해 

위험성 연구
직종 연구직 직명 위촉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2,23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2.12.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공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면접전형에서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화재폭발 재난재해 위험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수행

· 화재폭발 위험요인 탐지 기술 개발 및 실제 현장 위험요인 파악

기타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홍정욱 교수 연구실 (AAML)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aaml.kaist.ac.kr/ 

https://aaml.kaist.ac.kr/


모집분야 나노 집적회로 연구 직종 연구직 직명 위촉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모집구분 무관 급여수준 2,240,000원/월

채용인원 2명 계약기간 2022.09.01. ~ 2023.08.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전기/전자) 석사 학위 소지자 

(※서류·면접전형에서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CMOS 공정 기반의 200MHz~1GHz 대역 극소전력 무선 송수신기칩 기술개발(저잡음 증폭기, 

전력증폭기, 상향 및 하향 변환 주파수 변환기, 발진기, PLL, 저주파 가변증폭기, N-path filter 

등의 개별 회로의 초저전력 설계 기술을 포함)

· 또는, 배터리 differential voltametry (DV), elel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entropy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진단/평가 기술개발 

기타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상국 교수 연구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nice.kaist.ac.kr/ 

모집분야 AAV 생산 및 분석 직종 연구직 직명 위촉연구원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지

(근무부서)
본원(화학과)

모집구분 신입 급여수준 2,300,000원/월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022.08.01. ~ 2023.07.31.

지원자격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면접전형에서 전공 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직무내용
· 자체적인 AAV 생산 및 정제

· AFM 장비를 이용한 AAV 실험 데이터 스크리닝 및 분석

기타
·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 연구실 채용 건

※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http://sticky.kaist.ac.kr/main/ 

http://nice.kaist.ac.kr/
http://sticky.kaist.ac.kr/main/


3 공통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4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http://kaist.recruitment.kr

- 온라인 채용시스템 외에 우편이나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최종제출 되지 않은 임시저장 상태의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 2022.6.21.(화) 14:00 ~ 2022.7.5.(화) 13:59:59

- 마감시각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점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

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구분 주요내용

공통 

지원자격

- KAIST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원한 모집분야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며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장애인 가점은 별도로 적용하되, 우대점수의 총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http://kaist.recruitment.kr


5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채용전형 일정

❍ 합격자 선정기준

구분 처리기준

우대점수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 장애인은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

합격자 처리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기준,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각 전형별 만점의 1/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역인재,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결격사유 검증

❍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확인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5배수)

‵22.7월 초 -

면접전형 지원자 개별면접(온라인 화상면접 예정)
1배수
(2배수)

‵22.7월 중순
상세 일정·방법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결격사유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22.7월 중순~말 -

임용 신규임용 -
모집분야별 
임용예정일 참고

-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 컴퓨터 캡쳐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

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운영목적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신청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익일 자정까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recruit@kaist.ac.kr)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제출서류 비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발급기관 서식

  (단,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



❍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recruit@kaist.ac.kr) 별도 신청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채용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8 유의사항

□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

❍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단, 결격사유 에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현재 재직 중인 경우도 채용 가능)

□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마감시각 임박 시 접속인원 과다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 제출을 부탁드리며, 접수 마감시간을 앞두고 접속오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 불가 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관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mailto:recruit@kaist.ac.kr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연구실적
기재한 연구실적(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학술회의 Proceeding, 연구과제 참여실적, 지적재

산권 등) 관련 증빙서류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경력사항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기타활동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관련 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서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재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인적사항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이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기재 (예: OO대학교)

※ 출신학교 및 경력 관련 학교인 경우 모두 포함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응시

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 처리함.

- (편견유발항목) 출신지역, 출신학교(학력), 가족관계,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



항목 예시

출신학교

(예시1)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

(예시2)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

    →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

출신지역
(예시)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

    →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

가족관계

(예시1)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예시2)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 

성별

(예시1)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

    →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3)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 

    →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

연령

(예시1)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예시2)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

    → 연령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부정행위 관련 사항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 기타사항

❍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

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

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

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연락처(recruit@kaist.ac.kr, 042-350-4132)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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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과학기술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삭제

 4. ｢병역법｣ 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요령 제4조(응시자격) ①직원모집에 응모코자 하는 자는 인사규정 별표 제2호(제6조 제1항 관련)에 정한 

채용자격 기준요건을 구비하고 인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한다.

③과학기술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정직 취업요령 제10조(계약기간의 제한) ③ 별정직은 퇴직 후 1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자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