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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제63회 전남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제63회 전남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Ⅰ  초빙분야 및 인원, 요건

  ○ 초빙 분야 및 인원: 44분야 44명

대학(원) 학과(부)
초빙분야

(한글․영문)
심사
계열

인원 최소자격 요건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인문․
사회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실무

경력(판사·검사·변호사) 7년 이상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관리학

(Nursing Management)
자연 1

▪국제주저자 100%
  국내주저자 100%  (계 200%)
▪실무 경력 2년 이상
▪해외 교육·연구경력자 우대
▪시뮬레이션강의경력자 우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200%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산업응용 지능제어 

(Industrial Application of 
Intelligent Control)

자연 1 ▪국제 400%

화학공학부
(화공소재전공)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자연 1
▪국제주저자 500%
  국내주저자 300% (계 800%)
▪(생물)반응공학, 이동조작 강의 가능자

산업공학과
AI기반 시스템 최적화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ystem Optimization)

자연 1

▪국제주저자 300%
▪국내외 산업체 혹은 연구기관 실무

경험 2년 이상
▪학부과정을 산업공학과에서 졸업한 자

생물공학과
생물공학

(Biotechnology & 
Biochemical Engineering)

자연 1 ▪국제 800%(주저자 400% 이상 포함)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자연 1 ▪국제 600%(주저자 400% 이상 포함)

소프트웨어공학과
그래픽스/AR,VR
(Graphics/AR,VR)

자연 1
▪국제 300%(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컴퓨터정보통신
공학과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자연 1

▪국제 300%(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산업체 혹은 연구기관(박사후 과정 

포함) 실무 경험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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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초빙분야

(한글․영문)
심사
계열

인원 최소자격 요건

공학대학

기계설계공학부
(플랜트공학전공)

플랜트 액추에이터 및 센서
(Plant Actuator and Sensor)

자연 1 ▪국제주저자 400%

플랜트기계설계
(Plant Mechanical Design)

자연 1 ▪국제주저자 400%

기계설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전공)

로봇공학
(Robot Engineering)

자연 1
▪국제 300%(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건축디자인
학과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자연 1

▪국제 또는 국내 200%
▪석사학위 이상 건축사 자격 소지자(해외
건축사 자격 소지자 우대), 건축설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대표업적은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
활동(전문지발표/설계경기·수상/전시·
발표/계획·완공) 실적이어야 함

 - 건축설계 분야의 연구실적은 증명서 원본 
혹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트폴리오 제출

농업생명
과학대학

조경학과
조경계획

(Landscape Planning)
자연 1

▪국제주저자 100%
  국내주저자 200% (계 300%)

동물자원학부
동물사양학

(Animal Production)
자연 1 ▪국제 500%(주저자 400% 이상 포함)

문화사회
과학대학

문화콘텐츠학부
(멀티미디어전공)

동영상 및 디지털
애니메이션

(Video and Digital Animation)

예․
체능

1
▪국제 또는 국내 300%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및 실기교육 가능자 우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관광학
(Tourism)

인문․
사회

1
▪국제 400%
▪영어 능통자

이벤트/컨벤션관리
(Event & Convention 

Management)

인문․
사회

1
▪국제 400%
▪영어 능통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한국고중세사

(The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the Korea)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600%

교육학과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Guidance)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200%

지구과학교육과

화성암석학/변성암석학/
구조지질학

(Igneous Petrology or 
Metamorphic Petrology or 

Structural Geology)

자연 1
▪국제 400%(주저자 200% 이상 포함)
▪광물학 강의 가능자

가정교육과
가족학

(Family Studies)
인문․
사회

1 ▪국내 300%(주저자 200%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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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초빙분야

(한글․영문)
심사
계열

인원 최소자격 요건

사회과학
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백제고고학(중세고고학 포함)
[Baekje Archaeology
(Including Medieval 

Archaeology)]

인문․
사회

1 ▪국내주저자 300%

신문방송학과
디지털미디어
(Digital Media)

인문․
사회

1 ▪국내주저자 400%

사회학과
사회학일반
(Sociology)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300%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250%
▪학생생활상담센터 센터장 겸임 가능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생활과학
대학

의류학과
패션컨버젼스(스마트패션)
[Fashion Convergence

(Smart Fashion)]
자연 1 ▪국제 또는 국내 300%

수산해양
대학

해양경찰학과
해양안전

(Maritime Safety)
자연 1

▪국내주저자 200%
  국제 또는 국내 200% (계 400%)
▪선박·항해 교과목 강의 가능한 자

해양융합과학과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자연 1

▪국제 500%(주저자 400% 이상 포함)
▪학부 순수해양과학 전공자 우대
▪2년간 외국연구 경험자 우대

약학대학 약학부
약품분석학

(Pharmaceutical Analysis)
자연 1

▪국제 600%
 - 주저자로 JCR 상위 10% 또는 IF 5.0 

이상 논문 1편 이상 포함
 - 국제지수준: A급(SCI, SCIE) 이상
▪약품분석학, 기기분석, 통계학 강의 

가능한 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이론전공)

미술비평
(Art Criticism)

인문․
사회

1
▪국내주저자 450%
▪박사학위 소지자

의과대학
의
학
과

기
초

미생물학
교실

의학 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자연 1
▪국제 700%
▪의사 면허증 소지자

임
상

정신건강
의학교실

정신건강의학
(Psychiatry)

자연 1 ▪국제 450%(주저자 300% 이상 포함)

흉부
외과학
교실

흉부외과학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자연 1 ▪국제 또는 국내 400%

순환기
내과학
교실

순환기내과학
(Cardiology)

자연 1 ▪국제 800%(주저자 300%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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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요건에 대한 설명

◦ 전공 2단계 발표 언어: 전공 2단계(공개강의와 전공세미나)는 영어로 발표하여야 하며, 언어학 

분야는 반드시 해당언어로 발표하여야 함.

     - 언어학 분야: 독일언어문학과 [독일문학]: 독일어,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화학]: 중국어

◦ 연구논문 주저자 적용(구별): 채용분야에서 주저자 적용(구별) 여부에 따라 연구(실기)실적물 참여 

인정률을 달리 적용함.

◦ 영어 강의 가능자: 전임교원 공채 전공 2단계(공개강의와 전공세미나)에서 영어를 사용함. 임용 

후에는 학부 교과목 중 매 학기(학년제 운영 대학의 경우 학년으로 함) 평균 1과목을 영어강의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원 영어강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영어강의 미적용 분야: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문화콘텐츠학부 [동영상 및 디지털 애니

메이션], 역사교육과 [한국고중세사], 문화인류고고학과 [백제고고학(중세고고학 포함)], 사회학과 

[사회학일반],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해양경찰학과 [해양안전], 미술학과(이론전공) [미술비평], 

인문학연구원 [가족커뮤니티인문학: 철학분야]

◦ 채용분야의 최소자격 요건의 국제규모 실적률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국제규모 실적률을 국내

규모 실적률로 대체할 수 있음.

대학(원) 학과(부)
초빙분야

(한글․영문)
심사
계열

인원 최소자격 요건

인문대학

독일언어
문학과

독일문학
(German Literature)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300%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화학

(Chinese Cultural Studies)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400%
▪중국어 강의 가능자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응용대수학

(Appplied Algebra)
자연 1 ▪국제 300%

생물학과
동물 생리학

(Animal Physiology)
자연 1 ▪국제주저자 400%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해양학(생물분야 제외)
[Oceanography(except for 
Biological Oceanography)]

자연 1 ▪국제주저자 300%

AI융합
대학

IoT인공지능

융합전공

지능SW
(Intelligence Software)

자연 1
▪국제주저자 300%
  국내주저자 200% (계 500%)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빅데이터금융
공학융합전공

빅데이터 분석
(Bigdata Analysis)

자연 1
▪국제주저자 300%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인문학연구원

가족커뮤니티인문학
(Family-Community 

Humanities)
: 철학(Philosophy) 분야

인문․
사회

1 ▪국제 또는 국내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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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자격

  1. 공통 초빙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

     ▹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하며,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여부 확인(휴학기간, 수료 후 학기 미인정)

    나. 실무경력 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

     1)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예능계 실기분야(문화전문대학원 실무분야 포함)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약무박사(Pharm. D.) 자격을 소지한 자

     5)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경력(실무가) 분야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5년 이상인 자

     6)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석사학위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만,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산업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산학협력중점 교원: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인정기준: 산업체 경력 즉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
으로 종사한 경력

    다.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나의 경력 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별표 1-2] 신규채용

교원 연구실적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을 따르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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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및 채용제한 사항

    ◦ 근거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2조

※ 명칭변경, 통폐합, 분리 등에 의해 위 명시된 학과와 동일 학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함.

  3.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임.

Ⅲ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 전남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www.jnu.ac.kr 또는 http://hangj.jnu.ac.kr(교원공채

시스템)에서 해당 초빙분야의 최소자격 요건을 참조하여 응모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업로드)한 후 온라인(교원공채시스템)으로 지원서 제출 확정 시 접수 완료

  2.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 http://www.jnu.ac.kr 또는 http://hangj.jnu.ac.kr(교원공채시스템)

◦ 접수(입력)기간: 2019. 10. 16.(수) 09:00 ~ 2019. 10. 25.(금) 18:00 [한국시각 기준]

◦ 유의 사항

-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함.

- 해당 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업로드)하여야 함. 허위 착오 누락[학력, 경력,

연구(실기)실적물 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이며,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지원서 제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온라인(교원공채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파일 용량 등의 문제로 업로드 장애 시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

대학(원) 학과(부) 초빙분야 출신 제한 대학 제한 사항

공과대학 소프웨어공학과 그래픽스/AR,VR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대학 기계설계공학부

플랜트 액추에이터 및 센서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학과,
기계정보공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는
1분야 1명 채용 가능

플랜트기계설계

로봇공학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한국고중세사 고려대학교

http://www.jnu.ac.kr
http://hangj.jnu.ac.kr/ICIW/index.aspx
http://www.jnu.ac.kr
http://hangj.jnu.ac.kr/ICIW/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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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업로드)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행기관의 주소․전화․팩스․이메일 등을 기재해야 함.

[교원공채시스템 입력]

◦ 응모원서 1부(채용 학과 및 분야, 기본신상, 병역 및 학력사항 등)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목록 1부

◦ 교육 및 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 1부

◦ 국제규모 및 전국규모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 실기실적 목록(예체능 실기분야만 해당) 각 1부

◦ 연구실적 응모자 평가표 1부(예체능 실기분야는 제외)

    가. 자기소개서 / 교육․연구계획서 각 1부

◦ 자기소개서와 교육․연구계획서(강의담당 가능과목과 중·단기 교육 및 연구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를 A4용지 4장 이내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자유서식)

    나. 학위(졸업)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외국 석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1부 ☞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 첨부

◦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박사학위 신고필증

[입학일, 체류기간, 수업방법(Full-Time 여부) 등 명기] 1부 첨부

    다. 성적증명서[학사(수의대, 의대 및 치대는 예과성적 포함),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성적증명서가 없는 대학(원)일 경우 성적증명서 미제출 사유서(본인서명 명기) 1부 첨부

    라. 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 1부

◦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1부

◦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수련의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응모자가 교육및 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 에 기재(입력)한 전체 경력에 대한 증명서 각 1부

(모든경력증명서에는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근무기간, 정규직여부, 상근여부, 유급여부명시)

◦ 계약서, OFFER,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경력증명서 미제출건 불인정

◦ 외국어로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을 첨부(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기재)

    바. 최종 학위논문 1부

◦ 예체능 분야 중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학위논문 대체 실적물(PDF파일) 1부

◦ 외국어로 출간된 최종 학위논문은 추가로 학위논문 요약자료의 국문 번역문(국문 초록)을

응모자 날인하여 첨부

    사. 법조실무경력 조서(법학전문대학원 해당) 1부(별첨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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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 3년간 발표된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 저자의 출신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 저자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입력)

      1) 학술논문 각 1부【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업로드(통권)】

      2) 학술논문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부(학술논문 1편당 각 1부)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적물별 세부정보 페이지를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발표년월, 논문 제목, 권(호), 페이지 범위,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

(ISSN), 저자명, 교신저자 등】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세부정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학술지 표지, 목차 또는 

온라인 논문 검색결과 출력물 등에 게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제1저자 및 교신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 후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3) 특허 공고전문 각 1부【요약,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설명 등이 포함된 공고전문 

PDF파일 업로드】

         - 등록이 완료(2016. 10. 1. ~ 2019. 9. 30.)된 특허만 제출 가능하며, 공고전문은 특허

청 홈페이지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출력 가능

      4) 실기실적물(예능 및 건축설계) 및 발표사실 확인자료 각 1부

         - 예능계열 실기실적: 공연, 발표(전시)회, 공모전 등 팸플릿 PDF파일 업로드

         - 예능계열 발표사실 확인자료: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공연

(전시)장(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대관계약서 등 PDF파일 업로드

         - 음악분야는 대표실적물로 지정된 실기실적물에 대한 영상녹화자료(USB, DVD 등 증빙 자료)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실적: 주관기관이나 공인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확인서

(지원자 실적 표시) PDF파일 업로드(해외 실적은 해당 국가의 실적 확인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가능, 외국어 서류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연구(실기)실적물 질적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물 가운데 2편을 대표실적물로 지정

◦ 대표실적물은 응모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만 인정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대표실적물은 응모자가 실기실적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만 인정

- 공과대학 건축계획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공모전)을 연구실적에 포함 가능하나

대표실적으로는 지정할 수 없음.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대표실적물은 설계창작활동(전문지발표/설계경기·수상/전시·발표/

계획·완공)인 경우만 인정. 다만,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활동 실적은 주저자

구분을 하지 않으며, 주저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실적(질적심사 대상)으로 지정 가능함.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전문지발표/설계경기·수상/전시·발표/계획·완공)을

연구실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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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확인자료: 실적등급 증빙자료

(공고문 등) 및 포트폴리오(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상관없음, 대표 실적물은 표시 요망) 

PDF 파일 업로드(건축계획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트폴리오 제출)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설계창작활동 실적 증명서 원본 혹은 확인서 

PDF 파일 업로드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확인자료: 설계창작활동 증빙서류(하단 표의 

제출서류란에 따라 건당 제출) 및 포트폴리오(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상관 없음, 대표 실적물은 

표시 요망) PDF파일 업로드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인정범위 및 제출(증빙)서류】

구분 규모 세부 구분 인정범위 제출(증빙)서류

A.

전문지

발표

국제
규모

해외 해당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DESIGN nice, A+, JA,
Architectural Record, Progressive

Architecture, CASA BRUTUS,

PROCESS:Architecture,
SHINKENCHIKU, GA(Global

Architecture), DETAIL, Archdaliy,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s Journal,

신건축(일본), 건축문화(일본),

PRAXIS, WA, THE PLAN,
Domus, VMSPACE, SPACE(한국) ① 해당 전문지 제출(출판년월,

전문지 제목, 목차, 페이지 범위,
저자명,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기타
국제
규모

해외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상기 이외

국내
전국
규모

전국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A&C, PA, Poar, CONCEPT,
건축문화, 건축사, 건축가,

이상건축, 건축세계, 플러스,

건축과환경, 건축설계,
건축과사회, 도시설계, 월간미술,

데코저널, 월간 인테리어,

전원속의 내집, Artnow, FRAME,
퍼블릭아트, 아트인 컬처, MARU,

인테리어 앤 데코

기타
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등과 함께 구체
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상기 이외

B.

설계

경기

·수상

국제
규모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프리츠커건축상, 칼스버그건축상,
美 USITT건축상, AIA건축상, PA

Award, AR+D Award
① 수상확인서 또는 상장 사본

(국제설계공모나 국내설계공모를

1) 주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관, 공인된 단체 또는

2) 공증서류 첨부된 설계사 대표

등이 발행)
② 공동설계확인 증명서(수상자가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대표명의

로만 게재된 경우 해당 대표가 발
행한 것)

국제설계 경기의 입상 국외소재

국내주최 국제설계 경기의 입상 국내주관 UIA 인정 국제설계 경기

국내
전국
규모

국내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건축대

전 건축상, 한국건축가협회상, 김
수근 문화상 건축상

전국규모

광역시, 도, 공기업, 지방공사, 전

국규모의 해당 단체에서 시행하

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지역규모
상기 이외의 국내 설계경기의 입
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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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기)실적물 인정기준

- 인정기간: 최근 3년(2016.10.1.～2019.9.30.)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 연구(실기)실적(학술논문, 특허, 예능분야의 실기실적 및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활

동 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인정

* 학술논문은 권(호), 페이지, 발행월(일), 연도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실적물만을 인정

- 제출편수: 연구(실기)실적물 10편 이내 제출 가능

* 제출하는 연구(실기)실적물이 10편을 초과해서는 안됨.

- 세부기준

① 학술논문은 국제규모 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 Article의 학술에 게재된

논문)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한함.

②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출판되지 않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proceedings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불인정: 권(Volume), 수록면(Page)이 확인되지 않는 DOI, online

accepted, available online, in press, on press, Epub ahead of print 등은 불인정

* 인쇄물과 Web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인쇄물 출판일자를 기준으로 함.

* Web으로만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권(Volume)과 게재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함.

③ 학술논문 등급 적용 시점은 게재한 학술지가 출판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하되, S급 국제학술지는

원서접수마감일기준최근 JCR(Journal Citation Report) DB 기준학문분야별 상위 10% 학술지에 한함.

④ 특허는 연구에 의한 발명특허를 인정하고, 연구실적 인정기간 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⑤ 예체능 분야의 실기실적물은 전시, 수상 등이 완료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예체능 분야의

동일작품의전시회및동일프로그램의연주회는장소, 일시의다름에불문하고 1회에 한하여 인정함.)

⑥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총 법조실무경력을 심사대상으로 함.

구분 규모 세부 구분 인정범위 제출(증빙)서류

C.

전시·

발표

국제

규모
미발표작(1점)

3개국 이상 참여 또는 UIA 인정기

관이 주관
① 증명서(해당 전시 규모 확인용)
② 증거물(발표 도록, 전시풍경

사진 중 하나)

* 전시·발표실적은지원자제출및
최종 인정률 150% 초과 불가

전국

규모

미발표작(1점)

학회, 협회 주관 공인 전시회(기

획전, 초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대한건축학회 교수설

계 작품전 등)
지역

규모
미발표작(1점)

자자체 또는 공인기관 주관

(기획전, 초대전 포함)

D.

계획·완

공작품

국제

규모
건축설계 인테리어, 환경조형물,

도시설계

대규모(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m2 이상) 1건

①계획도면, 디자인보고서또는패널

*완공건축물일경우에는완공사진 추가

②건축사 3인(공동설계자제외)의 우
수건축 작품평가서(구체적 평가

내용 명시) 각각 제출

③ 공동설계자의 확인 증명서(지
원자의 구체적 역할 명시)

국내

규모

소규모(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30m2 미만) 1건



- 11 -

※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임.

    자.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접수처  ☞ 파일 업로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

      ※ 접수 마감일[2019. 10. 2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등기) 접수처: 전남대학교 교무처 교무과(본부 6층), 전화: (062) 530-1032, 1034

- 우편(등기) 발송: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교무과

Office of Academic Affai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ku, Gwangju, Republic of Korea(61186)

※ 우편물 봉투에 지원학과(채용분야), 지원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이메일(e-mail) 접수처: insa@jnu.ac.kr

- 이메일(e-mail) 기재사항: 응모자의 채용분야, 성명 및 파일 내용

- 업로드 장애로 인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교원공채시스템]-[커뮤니티]-

[질문 및 답변] 메뉴에 이메일 발송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Ⅳ  지원자 유의사항

1.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기초(서류)심사, 전공심사(전공 1단계 및 전공 2단계), 면접심사의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심사절차

구분
기초심사

(합/불)

전공심사
총장면접

(합/불)
전공적부심사

(합/불)

전공1단계(60점)

[연구 우수성 심사]

전공2단계(40점)

[교육 우수성 심사]

심사

기준

지원자의 법정자격,

지원자격등 심사

최종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을

종합심사하여 전공

일치 여부 판단

최종학위(논문) 우수성심사,

연구(실기)실적 양적심사,

연구(실기)실적 질적심사 

[대표(연구)실적물]

공개강의 심사

전공세미나 심사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및 교수임용의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심사

결과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격자 결정

심사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치로 

판정한 경우 합격

전공1단계점수가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전공2단계 대상

자 선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전공2단계 20점이상, 

전공1,2단계 심사 합계

점수 60점 이상자 중

에서 고득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정

(최고득점자 1명)

합격자 선정

⑦ 공과대학 건축설계 및 건축계획 분야의 공모전 입상(건축설계 분야)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도시 설계경기(당선작 또는 1등은 실시설계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한함)의 입상작에 한함.

⑧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의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설계창작

활동이 아닌 논문 등의 연구실적은 일반분야의 평정방법에 따름.

mailto:insa@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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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예정일은 2020. 3. 1.이나,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용 후에도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제출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하거나, 임용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공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우리 대학교 제63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교수

초빙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은 교수초빙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우리 대학교 제63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8.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제63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에 따릅니다.

9. 기타 사항은 교수초빙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수초빙 관련사항 문의: 전남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전화: (062) 530-1031, 1032, 1034 Fax (062) 530-1029

2019. 10. 11.

전  남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