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채용 공고문 
 

대웅제약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Global Healthcare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신약 등의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R&D 중심 제약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대웅제약 연구본부에서 함께 일한 열정적이고 실행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 곳, 대웅제약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세부 안내 사항  

- 지원자격 :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대웅은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분야 주요 직무 필수조건(전공) 우대조건 근무처 

신입/경력 
Biology/ 

Pharmacology 

1. 내분비질환 치료제 연구  
    (Obesity, metabolic diseases) 
2. 섬유증 치료제 연구  
    (Lung, Kidney Fibrosis, NASH) 
3. 자가면역 치료제 연구  
    (Autoimmune diseasesy) 

1. 해당분야 박사 이상  
   (생물학, 약학, 수의학 및  
    유사 분야)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경기 

용인 

경력 DMPK 
1.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임상 개발 연구  

1. 해당분야 박사 이상  
   (화학, 약학 및 유사 분야)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경력 Tox 
1.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임상 개발 연구  
2. 조직 분석 

1. 해당분야 박사 이상  
   (생물학, 약학, 수의학 및  
    유사 분야)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신입/경력 Medi-Chem 
1. 신약 후보물질 도출 연구 
2.  RNA modification (ASO, Aptamer, siRNA), 
     PROTAC 합성 연구  

1. 해당분야 박사 이상 
   (화학, 약학 및 유사 분야)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신입/경력 RA/QA 1. 원료 의약품 허가 data 확보 및 관리 1. 해당분야 석사 이상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경기 

용인  
or  

서울 

신입/경력 BD/IR 

1. 신약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파트너링 활동                     
2. 투자유치 IR작성                                                            
3. 추가 확장할 보유 기술 탐색 및 기술 L/I  
    혹은 전문 기술 업체와의 협력 기회 모색 

1. 해당분야 석사 이상   1. 제약사 및 유사 업체 경력자 

경기 

용인  
or  

서울 

신입/경력 
임상연구개발 
(신약/바이오/ 

신제품) 

1. 임상 시험 설계 및 평가 
2. 국내외 임상 CRO 위탁관리 
3. 개발 문서/허가등록 문서 작성 및 검토  
4. 외부 기술의 도입/개발 타당성 평가 

1. 생물학, 수의, 약학계열 등  
    임상 관련 전공 석사이상  
    학위자  

1. 약사, 수의사, 의사우대, 
2. 비임상 관련 학위자 
3. 글로벌 제약사 신약/바이오/   
    신제품 IND 업무  

경기 

용인  
or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