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녹십자
하반기 정기공채 모집

◼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민간 연구기관 최초로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연구재단법인으로, 암, 백신, 희귀 질환 및 대사질환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녹십자는 각종 우수의약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 건강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연구 개발 중심 기업입니다

◼ 녹십자MS는 1972년 혈액형 진단시약을 시작으로, 1987년 국내 최초로 에이즈 진단시약을 
개발한 데 이어 1990년 유행성출혈열 진단시약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01년 국내 상장사 최초의 지주회사로 탄생한 녹십자 홀딩스는 경영전략 수립과 조정, 
     신규 전략사업 진출, 출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각 사업 자회사들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은 각 사업 자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녹십자웰빙은 기존의 태반제제 전문 제약회사인 녹십자제이비피가 천연물 의약품 및 소재 
전문회사인 녹십자HS와 녹십자의 WB사업부를 합병 및 인수하여 새롭게 출범한 회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십자 채용사이트(http://recruit.greencross.com)를 참조하십시오.

접수기간 : 2017년 9월 18일(월)~2017년 9월 27일(수) 17시까지
접수방법 : 당사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greencross.com)

건강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Dream to the Green CrossDream to the Green Cross



모집회사 지원분야 직무내용 자격요건 근무지

녹십자

영업
(전문·일반의약품)

•제약영업(전문의약품)
     -병원영업 (전문의약품), 약국영업 (일반의약품)

•학사 이상 (전공학과 무관) 전국

RA
•바이오 의약품 CTD 작성 및 검토
•해외 허가 등록 수행 및 변경 관리
•허가 및 개발 자료 검토

•학사 이상
     - 약학 또는 생명 과학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외국어 능통자(영어 또는 중국어)

용인(본사)

연구
•치료용단백질 정제 및 분석
•시험법 개발

•석사 이상
     - 생물공학, 생화학 등 생명과학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외국어 능통자
     - DOE 교육 이수자

용인(본사)

생산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생산 및 공정관리
•세포배양 생산공정 분석 

•학사 이상
     - 생명 공학, 화학 등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충북(오창공장)

•백신 생산(원액조제/충전 공정)
•생산설비 유지관리
•GMP Supporting & Documentation

•학사 이상
     - 생명과학(공학), (생)화학, (미)생물학, 화학(공학)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통계 처리 가능

전남(화순공장)

QM

•생산현장 QA 및 품질경영시스템
•validation (Process, 설비·제조환경, 운송)
•원자재 및 제품시험(LIMS, 영문화 포함)
   *LIMS :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

•학사 이상
     - 화학, 생물학, 산업공학, 교육학, 약학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컴퓨터시스템 능통자, LIMS 사용 경험자 (Labvantage LIMS) 
     - 약사면허 소지자

충북(오창공장),
전남(화순공장)

녹십자 홀딩스 Software 개발 
•병원관리 System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용 Web Site 유지보수

•학사 이상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언어 (C#, VB.NET, ASP.NET, JAVA, JSP, Jquery) 

•DBMS : MSSQL 

서울, 용인(본사)

녹십자 엠에스 품질보증(QA)
•품질시스템 운영
•변경 관리
•의료기기 제품표준서 및 기술문서 작성/관리

•학사 이상
     - 화학, 생명과학, 면역학, 약학 관련 전공

•우대사항
     - 석사, 영어능통자

충북(음성공장)

녹십자 웰빙
영업

(병·의원)
•병의원 영업 (비급여 주사제, 건강기능식품) •학사 이상 (전공학과 무관) 수도권

목암 연구소 연구
•의약합성연구 및 질량 분석 연구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개발 관련 시험
•치료용 단백질 타겟의 발굴, 검증, 응용

•석사 이상
     - 약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바이오 및 제약분야 관련전공자

•우대사항
     - 박사, 영어 능통자 우대
     - 면역학적 실험 유경험자 (FACS, ELISPOT, ELISA, ICS 등)

용인(본사)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공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종 공인어학 성정표 원본. 자격증 사본.
                           [녹십자/목암연구소 연구분야 추가 서류] 석박사 논문 및 SCI급 논문

◼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인성 검사 → 1차면접 → 최종면접 → 최종합격

*채용 부문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당사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greencross.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9월 18일(월) ~ 2017년 9월 27일(수) 17시까지

◼ 기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는 관련 볍률에 따라 우대함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문의처 : 채용 홈페이지 內 <Q&A>

모집 분야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
Devotion to the healthy lives of people

Mission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A global leader in healthcare industry

Vision

복리후생

가정친화적 제도

- 자녀 장학금 지원 
- 경조사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사내 예식장 운영

자기개발

- MBA 및 석박사 지원
- 사내 원어민 강사 영어교육, 
    사외 영어교육 등 지원 

Healthcare 지원

- 매년 건강진단 실시
   (배우자무료포함, 가족할인)
- 제대혈은행 이용 시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 백신 무료접종 

여가생활·여가활동

- 사내식당 운영(중식/석식) 
- 사내 Cafe 운영
- 셔틀버스 운행 : 출·퇴근 및 업무지원
- 휴양시설 운영 : 콘도 및 리조트 
- 동호인회 활동 지원

Core Value

봉사배려 희생과 봉사는 뿌리깊은 녹십자의 정신입니다.

인간존중 녹십자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에서 시작됩니다.

창의도전 창의와 도전정신은 녹십자의 성장을 이끌어온 근본입니다.

정도투명 올바름이 우리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걸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