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초빙 공고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생명과학 제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초빙분야  

- 생명과학 제반 분야 
 

■ 초빙인원: 0명 
 

■ 임용예정일: 협상가능 
 

■ 지원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탁월한 연구 성과와 최신 연구 수행 능력을 보유하신 분  

- 활발한 연구 활동 수행이 예상되는 분  

- 학부생과 대학원생 영어강의 가능한 분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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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연구경력 및 교육/연구계획서 

- 추천인 리스트(3인 이상)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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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증빙서류는 추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 마감일: 4월 1일부터 4월 16일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E6-3  

- 문의처: 생명과학과 행정팀 (T. 042-350-2605, iskang@kaist.ac.kr) 

- 제출처: 이메일 접수- 이승재 교수 (seungjaevlee@kaist.ac.kr) 

- 홈페이지: https://bio.kaist.ac.kr 



 

FACULTY POSITIONS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AIST, South Korea   

The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at KAIST is inviting application for a position at 

the rank of Assistant, Associate, or Full Professor. We seek an exceptional scientist with a 

strong track record of high-quality published work in the broad field of biological 

sciences. 

Invited Area 

Broad field of Biological sciences 

Qualifications 

Qualified candidates are expected to have a Ph.D., M.D., or equivalent degree as well as 

postdoctoral training or equivalent status. The successful candidate will be expected to 

establish and maintain vigorous research projects, and to teach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in English. All applicants should have substantial peer-reviewed 

publications that demonstrate productivity and the ability to perform cutting edge 

research.  

The start date is negotiable. 

 

Submission of Documents 

- curriculum vitae including the list of publications 

- statement of education/research in the past, and plan for the future 

- list of three references with their contact information  

※ Copies of degree certificate, transcript, career certificate, reference will be requested 

only to applicants who have passed the document screening. 
 

Notes 

-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 for those who have passed the document screening, al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in original copy by post mail before the interview 

 

Application deadline:  2020 April 1st~April 16th  

※ Application deadline will be open until position is filled. 

Contact Information: KAIST,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82-42-350-2605, 

iskang@kaist.ac.kr) 

Submit Documents to Prof Seung-Jae Lee (seungjaevlee@kaist.ac.kr) 

Homepage: https://bio.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