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TLO 육성사업」프로그램 신청 접수 안내
KA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창업 또는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18년도 청년 TLO 육성사업
2.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1월(6개월)
3. 참여대상 : 만 34세 이하인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로서, 2019년 2월까지 KAIST 기술을 활용하여 취업·창업하거나,
청년 TLO가 보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창업이 가능한 자
4. 사업내용
가. 대학이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청년 TLO’로 6개월간 채용
(채용 기간 : 2018년 8월~2019년 1월)
나. 청년 TLO 인건비 : 4대 보험금 포함하여 학사는 월 173만원, 석사는 월 198만원을
6개월 간 지급
다. 동 사업 지원 이후 1개월 이내(2019년 2월까지)에 KAIST가 보유한 기술과 관련한 기업으로
취업 또는 창업, 청년 TLO가 보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야 함
* 실험실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주)미래과학기술지주의 투자 프로그램 연계 방안 검토 중)
라. ‘청년 TLO’는 사업기간

안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보유 실험실 내에 근무함이 원칙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원 공간 활용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
마. ‘청년 TLO’는 채용 이후 산학협력단에서는 창업원과 K-School과 연계하여 약 2~3주간
(예정) 기본 교육 이수 후 독자 수행이 가능한 활동(기술 소개 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 조사, 실험실 연구자 지원·협력, 보유기술 또는 아이디어 기반 창업 등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
※ 채용 인력은 주5일 전일제로 근무해야 함.
5. 신청방법 : 링크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https://goo.gl/m6y29N

6. 신청기한 : 2018년 7월 18일 (수)
7. 추진일정(안)
일정

내용

2018년 7월 9일(월) ~ 7월 18일(수)

참여 희망자 대상 신청서 접수

2018년 7월 18일(수) ~ 7월 20일(금)

신청자 대상 채용 선정 평가

2018년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선정자 채용

2018년 8월 1일(수) ~ 8월 17일(금)

채용자 기본교육

2018년 8월 20일(월) ~ 2019년 1월 31일(목)

채용자 근무(산학협력단 또는 실험실)

8. 문의 : KAIST 산학협력단 ouic@kaist.ac.kr (042-350-4793/4794)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2018년 7월 18일(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