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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Target The Best Chemical 

1. 회사 소개 

파로스아이바이오 (Pharos iBio)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 (Chemiverse)”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신약 

(small molecule) 및 임상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케미버스를 활용해 발굴한 신약후보물질을 국내 최초로 

임상 1 상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플랫폼 기술 및 신약개발 역량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급성골수성백혈병 

과 난소암에 대하여  global clinical trial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로스아이바이오 (Pharos iBio)는 현재 미국법인  Pharos Therapeutic  Inc. (East Bay area, CA) 또는 

한국 본사 (경기도 안양 소재/서울 강남예정) 팀에서 함께 일할 한인과학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약개발의 Early stage 에서 임상 성공까지 함께 일하고 싶은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 인재 채용 분야  

Biologist,  Senior/Manager  

• Ph.D. in Biology/ Cell biology/ Immunology/ Biochemistry  

• New drug early-stage development 총괄.  

• Biochemical/cell-based assay, CSC (cancer stem cell) 와 TME (tumor microenvironment)  관련 

연구 경험자 우대 

• Targeted therapeutics development 경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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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anagement  경험우대 

Biologist, Scientist 

• M.S. or Ph.D. Post-Doc < 2 yr in Biology/ Cell biology/ Immunology 

• Pre-clinical development 

• Optimizing and executing biochemical and cell based functional assay 

Bioinformatics Scientist 

• B.S. M.S. Ph.D. in Bioinformatics, Computational Biology, Computer Science.  

• 자체개발한 신약 개발 플렛폼의 improvement 

• Multi-level biomarker analysis 경험 우대 

Chemoinformatics Scientist 

• B.S. M.S. Ph.D. in Computational Chemistry, Computer Science. Data Science 

• 자체개발한 신약 개발 플렛폼의 improvement 

 

경력에 준하는 최고수준의 연봉및 stock option 권리가 제공되며, 입사시 한국 또는 미국 Bay area, CA 

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junehjhan@pharosibio.com 또는 

admin@pharosibio.com 으로 CV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정 드림  

President / CDO   Pharos iBio   (Korea) 
CEO   Pharos Therapeutics (USA) 
Office: +82-31-345-6187  Fax: +82-31-345-6185 
 

website : http://www.pharosi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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