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스퇴르연구소 실험동물실(Animal Facility team)에서 수의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Position: Veterinarian in Animal Facility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는 전 세계 5개 대륙 33개소의 파스퇴르연구소 중 국제 공중 보건 이
슈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인 연구 기관으로,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
해 최첨단 방법을 융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를 장려함으
로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구, 교육,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자원 개발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독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기술이전 및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교육’ ‘공중보
건’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연구 결과의 중개 (Translation)’라는 4가지 공익적인 핵심 미션을 수
행하며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주요연구성과’와
‘기술이전 및 연구협력’은 www.ip-korea.org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Overall Responsibilities and Outline of Position
- Administer the Animal facility (SPF, ABSL2 and ABSL3)
- Carry out DMPK and PK-PD relationship study as well as toxicity test of drug candidates
- Carry out drug efficacy test in diverse disease models
- 동물 실험실 및 동물 실험용 생물 안전 연구 시설(SPF, ABSL2, ABSL3) 유지 및 관리
- 독성실험 ∙ DMPK 와 PK-PD 관계성 연구 수행
- 다양한 질병 모델의 약효 검정 시험 수행
2. The required qualifications are;
- More than 5 year experiences in drug discovery
- Experience in DMPK and PK-PD study.
- Proven records of external competitive research grants
- More than 10 publications in leading journals.
- Applicants must be well-organized and have fluency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 A successful candidate should be willing to work with others in highly collaborative atmosphere
- A candidate with Ph.D. degree is preferred
- 생물의학연구분야 5년 이상 경력
- DMPK 와 PK-PD 연구 경험
- 국내외 연구수행과제 목록
- 핵심 저널 10개 이상의 논문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3. Conditions of employment
- Working Hours: Mon. to Fri. 09:00 ~ 18:00
- Leave: 2days/month
4. How to apply
1) Applicants should submit document as below:
- Cover Letter
- Curriculum Vitae
- IPK Application
2) Al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recruit@ip-korea.org by Dec 15, 2017.
*Please indicate “Application for Animal Facility” in subject of your e-mail.
*We will only be able to contact those candidates who we will invite for interview.
*The interview can take plac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Job opening will be closed after the candidate is selected.
- 제출서류 : Cover Letter, CV, IPK Application
- 서류접수 : E-mail 접수 (recruit@ip-korea.org)
- 마감일 : 2017년 12월 15일 마감
- 이메일 지원 시 제목에 반드시 “Application for Animal Facility” 명기
*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은 상시 진행되오며 채용 시 공고 마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