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임교원 초빙 공고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선도하고 인류가 직면한 원대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미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에서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포스텍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분을 본교 전임 교수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 초빙분야: 생명과학 전분야  

 

■ 초빙인원: 0 명 

 

■ 임용예정일: 2023년 상반기 

 

■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Ph.D., M.D., M.D./Ph.D.) 

- 영어강의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연구업적물의 리스트가 포함된 이력서(학술지 논문발표실적: 저자역할과 게재년도 IF 표기) 

- 교육/연구경력 및 교육 계획서 (1 ~ 4 page) / 연구계획서 (3 ~ 4 page) 

- 3인 이상 추천인 리스트 (소속/직위/연락처 포함 작성) 

- 대표 연구업적물 5건(우수논문 또는 기술개발실적)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요청함.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19일(수) 18:00(한국시각 기준)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주소: (우편번호 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 문의처: 생명과학과 박윤희 (+82-54-279-2721 / parkyh@postech.ac.kr) 

- 홈페이지: http://life.postech.ac.kr/ 

- 제출방법(사이트 업로드): https://facultyapplication.postech.ac.kr/ 
  
 
 

  

mailto:parkyh@postech.ac.kr
https://facultyapplication.postech.ac.kr/


FACULTY POSITION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South Korea   

The Department of Life Sciences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OSTECH) is 

seeking to appoint outstanding scholars to tenure-track or tenured faculty positions. 

Research areas:  All areas of Biological Sciences 

Minimum Qualifications 
Individuals must possess a doctoral degree in related fields with no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n faculty appointment. Also, candidate(s) should be able to teach courses in English. 

Vacancy: 0 

Desired Start Date: Spring Semester of 2023 

Submission of Documents 

- Curriculum vitae including the list of publications (IF/Authorship Information) 

- Statement of education/research in the past (1~4 page), and research plan for the 

future(3~4page) 

- List of three references with their contact information 

- Five representative research outcomes (research papers or other notable project experiences) 

Application deadline: October 19, 2022, 6PM (in Korean time basis) 

Submission link: https://facultyapplication.postech.ac.kr/eng/ 

 

Others 

Candidates who have passed document screening will be requested to submit documentary proofs 

for academic degrees, transcripts, and employment. 

※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Contact Information  

Ms. Yunhee Park                                                      

Department of Life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77 Chongam-ro, Nam-gu, Pohang 37673 

https://facultyapplication.postech.ac.kr/eng/


South Korea 

Phone: +82-54-279-2721 
E-mail:parkyh@postech.ac.kr  
URL: http://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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