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16 년 KASBP Fall Symposium 기간 중에 Job Fair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Job Fair 에 

참여하는 회사는 대웅제약/한올 바이오파마, 목암생명공학 연구소 (녹십자), 삼양바이오팜, LG 

생명과학, 에스티팜, 일동제약, 대구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 (DGMIF), 이렇게 7 개 회사/단체입니다.  

Job Fair 시간은 10/21 금요일 오후 3:00 부터 5:30 까지 입니다. 위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KASBP 담당자에게 별도의 연락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Job Fair 에 지원자로 참여하고 싶은 회원께서는 다음 각 회사들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차로 아래 KASBP 담당자에게 먼저 상의를 해 주셔도 좋고,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원서 

혹은 CV 와 함께 이메일로 10 월 10 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차로 제출하신 지원서 및 (혹은) CV 를 해당회사에서 심사한 뒤에, 심포지엄 현장에서 인터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SBP Job Fair 담당자: 

최석태 (Suktae Choi) 

choisuktae@hotmail.com 

  



대웅제약 / 한올 바이오파마 채용 공고문 

 

 

대웅제약 

1. 세포치료제 개발 

 - 담당 업무: 줄기세포 혹은 면역 세포 대량 배양 기술 개발, 줄기세포 기능 강화 (pre-

conditioning) 조건 개발 

 

한올 바이오파마 

1. 비임상/임상 개발 

 - 담당업무: 비임상/임상 개발 전략 수립 및 과제 관리, in vivo, in vitro 약효 평가 및 

기전 연구,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CRO communication 

2. 신규 항체 개발 

 - 담당 업무: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스크리닝 및 in vitro 평가, 

동물세포 배양, 정제, 분석, 분석법 개발 및 validation 

 

  



목암생명공학 연구소 (녹십자) 채용 안내문 

 

목암생명공학 연구소는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1984 년에 설립한 

녹십자출연 비영리 연구재단법인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최근 녹십자의 신약개발 역량과 발 맞추어 제 2 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십자 종합연구소 및 목암연구소와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의 비전에 동참할 야심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모집 분야 

· Rare Disease 

  - Gen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희귀치료제 개발 업무 

   - 희귀질환 치료제 작용기전의 생화학적 특성 분석 업무 

   - 다당/지질의 LC/MS 분석 기술 

   - in vivo efficacy (동물 효력 시험)  

  

· Immunology 

  - 면역학 전공자 

   - 면역세포의 배양 및 효력평가 

   - Gen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무     

  

· Process & Formulation 

  - High Throughput 공정 기기 경험자 

   - Process Development 관련전공자 

   - Pharmacology & Formulation 관련 전공자     

  

  

▶ 연구원 자격요건 

· 학위 

- 석사 이상 

· 전공 

  - 바이오 및 제약분야 관련 전공자 

· 우대사항 

   - 어학우수자(영미권 국가 1 년 이상 체류) 

   - 관련분야 연구실적 (국내외학회발표, SCI 급 논문) 

   - 의약품의 IND 또는 허가등록 경험자 

   - 통계적 실험방법 (DOE, QbD)에 대한 이해 및 활용 가능자   

  

필요 서류 

  1) 영문 CV 



삼양 바이오팜 채용 공고문 

1. 회사소개 

1924년 설립된 삼양그룹은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주회사 

출범으로 의약바이오 사업을 분할하여 삼양바이오팜을 설립하였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생분해성 수술용봉합사, 지혈제, 항암제 완제품과 원료(API)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

니다. 1993년 설립된 의약바이오연구소는 세계 3번째로 수술용봉합사 개발, 식물세포배양기술을 

통한 항암 원료(Paclitaxel) 생산, 난용성 항암약물을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한 상용화 성공 등의 실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대한민국의 R&D 중심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최첨단 시설의 연

구소를 준공하고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Medical Device와 약물이 복합된 

의료기기 개발, 의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새로운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한 항암제(면역항암제, siRNA)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분야에서 삼양바이오팜과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

다. 

2. 경력직 연구원 모집 

부문 모집인원 직무 자격 및 전공 근무지 

의약•바이오 O명 

• 제형개발, 평가 (DDS) 

• 비임상 및 임상 

• 품목허가 (CTD) 

• 석사이상 

• 약학/약제학, 고분자, 화학공학 

  생명공학 

• 경력 2~3년 

판교 

SDC 

• 단백질 제조, 정제, 분석 

• 비임상 및 임상 

• 품목허가 (CTD) 

• 석사 이상 

• 약학/약제학, 생화학, 생명공학 

• 경력 3년 이상 

Medical 

Device 
O명 

• 흡수성 의료기기 개발 

• 약물+의료기기 복합제 

  개발 

• 박사학위 소지자 

• 고분자공학, 생체재료, 조직공학 

• 공통 : 상기 전공 유사 전공자도 지원 가능 

         : 영어 회화 가능자 (제2외국어 능통자 우대) 

         :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가능자 

3. 전형절차 

   서류전형→인성검사→전공면접(1차)→인성면접(2차)→전형(채용검진, 처우협의 등)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전형) 후 인성검사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4. 접수기간 : 2016년 9월 12일~10월 31일 

5. 지원방법 

   • KASBP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후 입사지원서 작성 

6. 기타사항 

   •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개별 연락하겠습니다. 

   • 입사지원자는 입사지원 시점부터 채용 전형과정 동안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G 생명과학 채용 안내문 

 

LG생명과학은 1980년대 유전공학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5여년 동안 '세계적인 신약을 보유한 초

우량 생명과학 회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젼 

달성을 위해 LG생명과학에서는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실행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에스티팜 채용 공고문 

 

ST Pharm Job Opening 

 

QA Division 

At least eight (8) years w/B.S. or five (5) years w/M.S. or three (3) years w/Ph.D. degree of 

Quality Assurance experience in a GMP environment (Drug Substance and/or Drug Product). 

Working knowledge of quality systems and regulatory requirements (US, EU, ICH, PIC/S) 

with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in a management role. 

 

QC Division 

Bachelors of Science degree in Pharmaceutical Science and Chemistry, Master's preferred. A 

minimum of five (5) years of QC experience; at least three (3) years of QC lab management 

experience. 

 

New Drug Development & Synthesis Division 

Ph.D. in Chemistry. A minimum of eight (8) years of pharmaceutical industry experience in 

medicinal and/or process chemistry field strongly preferred. 

 

Oligo Division 

Ph.D. in oligonucleotide and nucleoside chemistry. Expertise in and detailed knowledge of 

solid-phase oligonucleotide synthesis, using and trouble-shooting Mermade, AKTA, and 

other DNA/RNA automated solid-phase synthesizers. Experience in oligonucleotide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is strongly preferred. 

 

Bio Division 

Ph.D. Chemist experienced at least more than five (5) years in antibiotics fermentation/strain 

development, biotransformation, and isolation & purification of secondary metabolite.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채용 안내문 

 

■ 모집분야 및 자격 

 

■ 근무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 

 

■ 응시자격 

- 신입 및 경력 

- 관련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 해외 신약개발연구 경험자 우대 

 

 

  

모집분야 직무내용 전공 

유기화학 - 합성신약 연구/개발 

- 합성 공정연구 

- 유기화학, 의약화학 또는 관련 학과 전공 

바이오 -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개발 

- 단백질 제조, 정제, 분석 

- 대량 생산공정 

- Probiotics 원료/균주 개발 

- 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약학 

전공 

- 단백질/ Probiotics 개발 관련  

약리 - 신약 후보물질의 약동학, 효능 및 

독성 특성 평가 

- 약학, 화학, 수의학 또는 관련학과 전공  

제제 - Formulation 

- DDS 

- 약학, 약제학 또는 관련학과 전공 



DGMIF 신약개발지원센터 채용 공고 

 

DGMIF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화합물 신약 표적치료제 개발 분야의 시장실패 영역인 신약 선도물질 

개발 및 최적화에 센터의 역량을 집중하여 ‘산·학·연 연계 촉진을 통한 혁신형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적이고 실행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Job fair 미팅시 CV 및 경력기술서(수행연구내용 요약) 준비 

 

- 아 래 – 

 

‘16년 하반기 채용예정인원 : 0명 

1 

채용분야 의약화학 병특 여부   

채용예정직급 책임급  

채용인원 0명 

세

부

내

용 

주 요 업 무 신규화합물 합성 및 디자인 

채용우대조건 유기합성화학, 의약화학 관련 유관 기관 직무 경험자  

관련 우대전공  유기화학, 의약화학, 약학, 화학, 제약학 

2 

채용분야 의약화학 병특 여부 
 

채용예정직급 선임급  

채용인원 0명 

세

부

내

용 

주 요 업 무 신규화합물 합성 및 디자인 

채용우대조건 유기합성화학, 의약화학 관련 유관 기관 직무 경험자  

관련 우대전공  유기화학, 의약화학, 약학, 화학, 제약학 

3 

채용분야 약효평가 병특 여부 
 

채용예정직급 수석급  

채용인원 0명 

세

부

내

용 

주 요 업 무 
포괄적인 분자생물학적 세포/ in vitro 기반 약효평가, 신규 타겟 발

굴 및 검증 

채용우대조건 약리평가, 약효검색 관련 유관 기관 직무 경험자  

관련 우대전공 분자/세포생물학(뇌질환 또는 면역질환), 뇌과학, 면역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