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E(생산시스템 및 설계공학)학과 전임교원 초빙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울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역량 등을 갖춘 뛰어나신 교수님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금번 전임교원 초빙을 진행하는 MSDE학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교가 함
께 운영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적 기준(영국 고등교육 품질보증기관(QAA))에 맞춰 설
계된 기계공학 기반의 전자공학, 나노공학 등 다학제적 교육/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하는 융합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으며, 많은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 인력양성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https://msde.seoultech.ac.kr/
-학과 언론 소개 및 관련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87855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5415.html
https://m.etnews.com/20180914000204
https://www.techforce.or.kr/pdf/project213.pdf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01
1. 초빙분야: 기계공학 전분야 (정년트랙)
2. 초빙인원: 1명
3. 임용일: 2021.03.01.
4. 자격요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최근 4년 이내 SCIE급 주저자 및 교신저자 연구실적이 100% 이상인 사람
◦영어가 능통하여 전공 과목 영어 강의가 가능한 사람
※ 초빙부서별 지원자격 요건: 지원자격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지원자격 중 최종학위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는 지원불가)
5. 지원일정:

구분

일정
담당부서
비고
학교홈페이지및
초빙공고
’20. 10. 19.(월)
교무처 온오프라인(on-off
line) 매체
지원서 인터넷 접수
’20. 10. 26.(월) ～ 11. 3.(화)
〃
http://recruit.seoultech.ac.kr
지원자 자격기준 검토
’20. 11. 4.(수) ～ 11. 10.(화)
〃
기초심사 실시 ’20. 11. 12.(목) ～ 11. 16.(월) 기초심사위원회 주말, 공휴일제외
1차전형
초빙인원의6배수이내
합격자 결정 및 발표
’20. 11. 18.(수)
교무처
개별통보(이메일)

구분
연구실적 등 구비 서류 접수
전공적부 및
연구실적
심사 실시
2차전형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공개강의 심사 실시
3차전형
합격자 결정 및 발표
4차전형 면접심사 실시
최종합격후보자 사정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임용구비서류 접수
임용예정

일정
’20. 11. 25.(수) ～ 12. 2.(수)
’20. 12. 9.(수) ～ 12. 11.(금)
’20. 12. 15.(화)
’20. 12. 22.(화) ～ 12. 23.(수)
’20. 12. 28.(월)
’20. 12. 30.(수) ～ 1. 8.(금)
’21. 1월중
’21. 1월중
’21. 1월중
’21. 3월 또는 `21. 9월 중

담당부서
〃

비고
방문접수
주말, 공휴일제외

연구실적심사위원회
초빙인원의3배수이내
교무처
개별통보(이메일)
공개강의심사위원회
초빙인원의2배수이내
교무처
개별통보(이메일)
면접심사위원회 주말, 공휴일제외
대학인사위원회
교무처
개별통보(이메일)
〃
방문접수(별도안내)
〃
* 학교사정에따라변경가능

6. 문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E학과 사무실 (Tel. 02-970-7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