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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인화면

① 언어선택

    (국가구분 = 언어구분) 

② FIND JOBS 클릭 

 2 검색화면

① 검색어 직접 입력

② 필터 설정  

 Academic Positions academicpositions.com



 Academic Positions academicpositions.com

 3 게시글

③ 직접 응시

    (로그인 불필요)

① 기관명

    (클릭: 기관 개요) 
② 지역 및 응시 마감일자

④ 알림 신청 (로그인 필요)

    : 비슷한 종류의 게시글
      업데이트 시 알림 



Euro Science Jobs eurosciencejobs.com

 1 메인화면

 2 검색화면

① 검색어 입력 및 국가/도시 선택 ② 관심 분야 새로운 게시글 알림 신청

    (로그인 필요)

④ 무료 뉴스레터 신청 

    (로그인 필요, 주간 업데이트 수록)
③ 최근 업데이트 게시글 바로 확인 가능   

② 필터 기능 (분야별, 직종별, 지역별)

① 해당 검색어의 지역별 게시글 수를 한 눈에 확인 가능



Euro Science Jobs eurosciencejobs.com

 3 개시글

직접 응시 가능(로그인 불필요)



University Positions universitypositions.eu

 1 메인화면  

 2 검색화면

① 유럽 주요국 우수 대학/연구소 소개 ② 언어선택 

    (국가구분= 언어구분) 

③ 검색어/지역 입력 및 분야 선택 

관심 분야 새로운 게시글 알림 신청

(로그인 필요)



University Positions universitypositions.eu

 3 예시  

직접 응시 가능(로그인 불필요)

 2 검색화면

① 주요 연구동향 소개 ② 우수 연구자 소개 



The Uni Jobs timeshighereducation.com/unijobs

 1 메인화면  

② 관심 분야 새로운 게시글 알림 신청  (로그인 불필요)  

① 검색어/지역 으로 검색 가능

 2 검색화면 (FIND A JOB)

① 검색어로 검색가능

② 직종, 분야, 지역 필터 가능



 3 게시글 예시  

 ② 공고 주요 내용 

The Uni Jobs timeshighereducation.com/unijobs

① 직접 응시 가능 (로그인 불필요)

③ 유사 공고 



Academic Jobs EU academicjobseu.com

 1 메인화면  

 2 검색화면

① 분야별 검색 

② 관심분야 새로운 게시글 알림 신청

분야 및 직종을 한정하여 키워드 검색 가능

※ Category, Job Type만 설정하면
    다양한 공고 조회 가능



Academic Jobs EU

 3 게시글 예시

① 해당기관 응시 페이지 링크  

② 유사 공고 보기 가능



FindAPostDoc findapostdoc.com

 1 메인화면  

 2 검색화면

② 전체 공고 확인 가능

① 검색어/분야/지역 입력

직접 응시 가능 (해당 기관 담당자 이메일 전송)

※ 공고에 따라 해당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직접 응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