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17 년 KASBP Fall Symposium 기간 중에 Job Fair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Job Fair 에 

참여하는 회사는 LG 생명과학, SK 바이오팜, 녹십자 (목암생명과학 연구소), 이렇게 3 개 

회사입니다. 

Job Fair 시간은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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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원서 혹은 CV 와 함께 이메일로 

10 월 20 일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접 보내실 경우 아래 KASBP Job Fair 

담당자에게도 마감 이전에 함께 보내주셔야 Job Fair 중의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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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KASBP Job Fair 담당자: 

최석태 (Suktae Choi) 

jobfairkasbp@gmail.com 



채용 안내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팩티브, 제미글로의 합성의약품 및 백신, 바이오시밀러 등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신약 개발 연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혁신신약 개발에 함께하실 열정과 실행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09 

 

 

 



[ 2017 SK바이오팜 해외 우수인재 채용］ 

 

1. 모집대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예정자 포함) 및 Post Doc./ Jr.급 경력연구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모집분야 

구분 내용 

중추신경계질환 

신약개발연구 

* 중추 신경계 질환 신약후보물질 설계 및 합성 

* 신경/뇌 질환 관련 과제 도출  

* 중추 신경 질환 약효 평가 모델 구축 및 운용 

(in vitro & in vivo & ex vivo) 

* 약물의 작용 기전 연구 

항암신약개발연구 * 항암제 개발 과제 도출 

* 외부 도입 항암제 후보물질 평가  

* 항암제 신약후보물질 설계 및 합성 

* 항암제 약효 평가 모델 구축 및 운용 

(in vitro & in vivo & ex vivo) 

   ○ 연구분야 : Cancer Biology, Neuroscience, Biochemistry, Cell & Molecular Biology,  

Immunology, Pharmacology, Organic chemistry, Medicinal chemistry 등  

신약개발 관련 전공 

 

3. 지원방법 

   ○ KASBP 담당자에게 CV 접수 

 

4. 문의처 

○ 최우진 선임 (choiwj@sk.com) 

 

mailto:choiwj@sk.com


올해로 창립 50 주년을 맞이하는 녹십자는 각종 우수의약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 건강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연구 개발 중심 

기업입니다. 녹십자는 세계적 신약개발에 매진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창의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생명 공학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녹십자가 세계에서 세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B 형 간염 백신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해 1984 년에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기여와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과학기술처(現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연구재단법인입니다. 

녹십자와 목암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해외 인재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사업개발부 

(바이오 전공자, 경력/신입) 

일반 바이오 연구직 해외사업본부 BD 팀 

모집 

분야 

• 사업개발본부 Business 

Intelligence Team 

• 사업개발본부 Open Innovation 

Team 

• 녹십자/목암연구소 

Vaccine, Immunology 

Team, 공정개발팀 

• 해외사업본부/ BD 팀 

업무 

내용 

• Analysis of a new business/ 

investment opportunity and 

establishment of business 

strategies 

• Portfolio Optimization and market 

research 

• Exploring R&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 Early staged research pipeline 

licensing 

• 백신, 항암치료제 개발 

• 제형연구, 분석법 개발 

• 동물세포 배양 및 정제공정 

개발 

• 해외 신규 수출 시장 발굴 

• Market Research in 

Vaccine, 

Immunodeficiency, 

Autoimmune Diseas, and 

Hemophilia 

• Management in Technolgy 

Transfer Project 

자격 

요건 

• 학위: 석사 이상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련 

전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전략기획/ 시장분석/ 사업개발/ 

Licensing 등의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학위: 박사 이상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련 전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바이오텍 종사자 

• 학위: PhD (PhD candidate) 

• 전공: Immunology, 

Hematology, Virology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필요 

서류 

영문 CV 영문 CV 영문 C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