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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및 연구원 초빙]
차세대 스마트 센서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프런티어 사업단으로 출범한 재단법인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CISS : Center for Integrated Smart Sensors, http://ciss.re.kr)에서는
향후 5년간(년 100억 정부지원) 다음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나갈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초빙합니다.

1. 모집 분야
IoT 향 복합 환경센서 시스템이나 OPEL (Open Platform Event Logger)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한 개 이상 영역의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분. (OPEL 은 CISS 에서 개발중인 스마트폰과 클라우스 서비스와
연동되는 개방형 블랙박스 명칭임.)
- 임베디드 하드웨어 설계 및 펌웨어/RTOS 개발
- Internet/Wireless connectivity
- Wearable 디바이스 등 저전력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 센서 수명 극대화와 동작 최적화를 위한 IoT 향 HW/SW 플랫폼 설계
- 미세먼지, 운동(activity) 측정 및 트래킹, 각종 공기 및 수질 환경오염
센서의 최적화(전력, 성능, cost, 크기 등)

2. 근무처 :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內 김병호 IT 융합빌딩(N1)

3.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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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조건
(1) 고용형태 : 재단법인 연구단 정규직(현재 30여명 근무 중)
(2) 급여수준 : (연봉계약제)
- 구체적인 금액은 연구단 내부 규정 및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여 정부출연기관 보수 수준(경쟁력 있는 처우, 협의 가능)
- 주 5일 근무, 연차휴가 및 공가, 4대 보험 가입 및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 년 1회 건강검진, 복지비 지급
- 보수 외에 근무기간 중 업무성과에 따른 연구수당은 별도로 지급
- 다양한 발명 및 사업화의 기회가 있으며, 모든 사업화에서 발생하는 발명 수익의
50%를 해당 발명자에게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

(3) 임용방법 : 최초 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추후 연구단 사업 잔여기간 동안 계약함.

6. 제출 서류
O 자유형식 이력서
- 연구성과 (논문포함 - SCI(E)표기) 및 연락처, 생년월일, 지원하는
직급(4.채용직급 참조) 기재
O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요청시 각종 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반환 안함.

7. 제출 마감 : 2015. 12. 18(금) 오후 6시까지
8. 문의 및 제출처
- 담당 : 전성혜 선임연구원 shema@kaist.ac.kr (042-350-5423)

9. 기

타

- 전형결과 및 최종합격자 통보는 E-mail 또는 휴대전화로 연락할 예정이므로
E-mail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042-350-5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