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수요처(실험실) 추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관련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활용할 실험실
및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

8.

2.

충 남 대학 교 산 학협 력 단장

1.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학·지역기업 등 연구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 (사업내용)
❍ 이공계 미취업 학·석·박사 졸업생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으로 트랙① 청년기술마케터(학사) 최대 6개월간 채용
❍ 트랙① 청년기술마케터(학사)은 학내 실험실 근무만 가능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은 채용 이후 기술사업화 기본교육 및 기존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 수행이 가능한 활동을 수행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은 사전 마련된 계획에 따라 기술소개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 조사,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이전 계약지원, 기업 기술
지도 및 R&D 참여, 장비활용 지원

2. 지원목적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에게 실험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 제공
❍ 대학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활동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확산
❍ 직업의식 고취 및 현장 경험을 통한 파견기업 또는 이공계 수요기업
취업 연계 활성화

3. 모집 대상 기관
❍ 대학 기술이전 활동이 가능한 우수특허 보유 학내 실험실

4. 지원내용
❍ 최대 6개월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고용계약 기간 동안 실험실 자부담 없음

단위: 원

구분
학사 졸업

월 보수액
개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1,882,480

4대보험
기관부담금

합계

1인당 인건비
지원총액(6~8개월)

200,000

2,082,480

12,494,880

5.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근로조건
❍ 근로계약: 대학(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 체결 후 실험실파견

※ 복무 및 활동 관리에 대하여 실험실과 위탁 계약 체결
❍ 근로기간: 2021. 9. 1. ~ 2022. 2. 28.(최대 6개월)
❍ 근무시간: 09:00 ~18:00(주 40시간, 5일 근무)
❍ 근무지 : 대학 내 실험실 또는 수요기업 근무

6. 전형방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및
서류접수

2021.8.2.(월)~
2021.8.16.(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지원자와 수요처 매칭

CNU Matching Day

2021.8.18.(목)

협약체결

2021.9.1.(수)

사업수행

2021.9.1.(수)~
2022.2.28.(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실험실 및 기업 상호교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복무 및 업무 협약체결
기술이전 관련 업무 수행

비고
사전 비매칭
수요처 대상

전담인력
배정 수요처

※ 사전 매칭 수요처의 경우 매칭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최종 합격 시 인원 배정
7. 제출서류: 실험실 지원서(서식 1)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8. 3.(화) 09:00 ~ 2021. 8. 1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mang3587@cnu.ac.kr)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 접수처: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별관
(E7-1) 403호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맹광호(042-821-7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