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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교수 초빙

채용유형 교수 기관유형 대학

접수기간 20.04.10 ~ 20.04.24 17:00 근무예정지 서울

학력자격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교수초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함께 해 나갈 의생명과학 분야 우수 연구자들을 전임교수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서울의대의 비전에 공감하시는 국내외 우수 연구자분 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차기 교원(2020-2학기 임용 예정)은 해부학(전분야; MD or PhD), 병리학(외과병리학; MD; 2명), 약리학(전분야; MD or PhD), 예방의학(예방의학; MD), 열대의학

(말라리아학 또는 원충학; MD or PhD) 등(총 6명의 기초교원)을 모집할 예정이고, 이는 4월 10일에서 24일까지 서울대학교 교원채용 웹사이트

(https://professor.snu.ac.kr/)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학 과 교 실 채용분야(코드)
채용

인원

겸직예정기관

(또는 근무예정기관)
비고

의학과

해부학 해부학 1 대학

- 의생명과학 전 분야

- 의사면허소지자 혹은

   의대 해부학교육이 가능한 자

병리학
병리학(★) 1 서울대학교병원 - 외과병리학

병리학 1 서울대학교병원 - 외과병리학

약리학 약리학 1 대학  

예방의학 예방의학 1 대학 - 예방의학 전문의

열대의학 열대의학(★) 1 대학 - 말라리아학 또는 원충학

 ※ (★)표시된 분야는 「타교」또는「본교 타 학과」학사과정 출신자를 채용

 

제출서류 등 자세한 관련 정보는 서울대학교 교원채용 웹사이트(https://professor.snu.ac.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우수한 인재를 연구능력 외에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뿐 아니라 국가적 의생명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뚜렷한 비젼을 가지고 시행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채용자문위원회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지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지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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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세정보

기관 서울대학교 기관 홈페이지 http://www.snu.ac.kr/

세부기관 의과대학 세부기관 홈페이지 http://medicine.snu.ac.kr/

최초 등록일 : 20.03.27 최종 수정일 : 20.03.27

본 정보는 입력 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공고마감 1년후부터는 내용 열람이 제한되니 공고내용이 필요한 회원은 사전에 출력 바랍니다.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집 정보를 무단 복사 또는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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