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전임교원 채용 예비 지원 공고
① 초빙분야 개요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은 다양한 학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
과를 창출하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속하며,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
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는 국내최초로 임상역학(Clinical Epidemiology)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의학, 간호학, 약학, 의료경영, 보건학, 디지털헬스, 유전체학, 생명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임상 연구를 설계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상연구
방법론을 가르치고 관련 연구를 통하여 임상현장의 근거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금번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교원 초빙 분야는 임상의학통계방법론 전문가로서 연구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클리닝 및 분석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연구 활동 및 수행이 가능 하신 분으로 학교-삼성서울병원간의
협력을 통하여 임상현장 중심의 연구성과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마련이 가능한 전임교원을 모시
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의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와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의학통
계센터에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하여 미래근거의학 구현에 함께하실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② 초빙분야: 임상의학통계학 (의료융복합빅데이터연구)
- 임상의학통계
- 임상시험설계
- 임상역학
- (의학기반) 응용통계
- 의료 융복합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③ 지원자 요구 능력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MD-PhD, Ph.D.)
- 임상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 업적을 지닌 자
(최근 3년 SCI급 저널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상위 10% 이내 저널 논문 출판자 우대)
- 임상의학통계 관련 교육 전문가
- 임상현장과의 협력연구가 가능한 자
-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전문가 우대
④ 임용 후 담당 교과목 (선택)
- 의학 통계 기초
- 의학 통계 고급
- 의료 융복합 빅데이터 연구 설계 및 수행
- 의학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임상시험통계기법
- 임상역학고급
⑤ 심사절차
- 본 공고는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인재 pool 모집 단계로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 추후 성균관대학교 전임교원 상시채용 채용절차를 따름
* 임용예정일: 2023학년도 1학기 (단, 본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⑥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자유 양식)
- 제출기간: 2022.6.24.(금)까지
⑦ 문의처: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원인사 담당자
- 전화: (02) 2148-7550 / 이메일: saihst.skk@skku.edu
- 문의시간: 접수기간 중 월~금 09:00~17:00

삼성융합의과학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