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채용공고]

“

당신의 뜨거운 도전이 바이오니아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

바이오니아는 국내 바이오벤처 1호기업으로서 혁신과 가치창조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유전자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할 신기술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바이오니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최고를 향한 바이오니아 꿈과 도전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데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래의 공고는 상시 채용을 위한 인재Pool로 활용되며, 별도의 마감 일정이나 전형
일정 등이 없습니다. (마감일정이 있는 공채나 모집공고 채용과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용 Needs 발생시에 한해서 해당 공고(인재Pool)에 등록된 이력서를
인사팀에서 수시로 검토하고, 서류 합격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모집분야
구 분

모집분야
국내

영 업
해외
마케팅

마케팅
신약개발

연구개발

상세 내용
• 기술영업
※ 근무지: 서울, 대전
• 기술영업(영어 필수)
• 포르투갈어 능통자 우대
• 제품 마케팅 및 전시 마케팅 기획, 운영
• 기술·고객·시장 조사, 분석
• RNAi 신약개발
• mRNA 신약개발
• 단백질 공학 및 cell-free 합성기술 개발

바이오기술

전공

• 유전자 증폭 제품 및 응용기술개발
• 핵산추출관련 연구개발

화학, 생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약학,
제약 관련

• NGS sample prep 키트개발
Gene2Life
진단시약 및 키트

• DTC 검사법 개발
• 분자진단 시약 개발
• 암진단 (Liquid Biopsy)

바이오인포메틱스 • 생물정보 데이터 분석 및 설계
바이오장비

• 장비 개발

전산

• 사내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발

생산
생산/서비스
서비스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관련
컴퓨터 관련

• 진단키트, 유전자증폭키트, 단백질 제품
• 공정 최적화 및 생산 체제 구축

생명공학 관련

• 유전자합성

전문학사 학위 이상

• 염기서열분석
• ISO 13485 & ISO 9001 품질시스템 운영

의료기기 QA

• MDSAP 품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 KGMP, ISO, MDSAP 심사 준비 및 대응

관련 전문학사 이상

• 밸리데이션 및 공정 관리
• 국내/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의료기기 RA

• 허가자료 작성/신청/관리
• PMS
• 법적 요구사항 모니터링

화학, 생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관련

• 주사제 제반 품질보증
- GMP 실사대응 및 Audit
QA / QC / RA

신약 QA

-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화학, 약학, 화공,

- GMP 기준서 작성/관리

제약, 자연계열학과

- 변경/위험관리 및 일탈/불만처리
- 제품품질평가
• 주사제 제반 품질관리
신약 QC

- 원료/자재/제품시험

화학, 화공, 미생물,

- 미생물시험

제약, 분석화학 및

- 분석법 밸리데이션

자연계열학과

- 환경모니터링
신약 RA(경력)

• 식약처 인허가 업무

화학, 약학, 제약,

• 허가자료 작성/신청/관리

자연계열학과

• 약사면허소지자 우대
구매관리(신입)
관리

• 도입자재 구매 및 자재물류 관리
• 영어·중국어·일본어 능통자 우대
• 6시그마BB이상, 구매·물류 등 업무 관련

구매관리(경력)
※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무역, 국제통상 관련
(회계원리, 원가분석
교육 이수)
화학, 전기, 생명공학
관련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 한 해당 모집분야 유관 전공자로,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의 신입/
경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 한 근무지역은 대전입니다.

※

모든 지원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실무진면접 > 임원진면접 > 최종합격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입사지원서(다운로드 링크)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어학성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교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recruit@bioneer.co.kr로 e-mail 보내기 (이메일 제목 : 모집분야_근무지_이름)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추후 허위 정보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
사(합격)가 취소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장애, 보훈, 저소득층)는 법적 근거 및 바이오니아 정책에 의거 우대합니다.

 문의
-

전화 : 042-930-8534

-

E-mail : hbkwon93@bion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