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R&D(신약, 의약개발, 임상, RA)부문 경력사원(마곡) 모집
화학을 넘어 과학으로!

모집분야
사업부문

직무

근무지

학위

타겟생물학

박사 이상

- 신약타겟 발굴
- 신약타겟 검증
- 신약타겟 활성평가법 개발 및 수행

면역학

박사 이상

- 다양한 면역세포의 면역 분석, 활성 측정
- 조혈모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세포 분화
-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세포의 유전자 조작

항체/단백질

석사 이상

- Mouse immunization 또는 in vitro evolution을 통한 항체 발굴
- Rational engineering 및 in vitro evolution을 통한 항체 최적화
- 기타 치료용 단백질 최적화
- 신규 플랫폼의 치료용 항체/단백질 개발
(scaffold 및 이중항체 등)

합성공정

석사 이상

- API (원료의약품) 합성공정 개선
- (전)임상용 Pilot 생산/ Plant 기술이전
- 합성신약 허가 관련 업무 (CTD/ QbD/ DoE)

동물세포배양

석사 이상

- 동물세포 연구 개발
- 단백질 의약품 QbD기반 배양공정 연구 개발
- 단백질 의약품 배양공정 Scale-up 연구 개발

석사 이상

- 신규백신 정제공정 연구 개발
- 공정시료 IPC분석 연구 개발
- 세포 회수, 추출, 컬럼공정 연구 개발
- 정제공정 시료 및 원액 특성분석

임상전략

석사 이상

-비임상 개발 단계에서 TPP 및 임상 전략 수립
-Clinical development plan 수립
-Global advisory board 구성 및 관리
-경쟁계열의 신약개발현황 update

글로벌
과제관리

석사 이상

- 글로벌 과제 완수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전략수립
- 프로젝트 진행 전략, 대내/외 업무 scope 수립/개정
- 프로젝트 전반의 인력, budget 및 timeline 관리

석사 이상

- 개발전략 수립 및 인허가자료 작성
- 개발 Project Management
- 국내/외 인허가 업무 및 대관
- 인허가 후 관리 업무

석사 이상

- Audit 계획, 실시, 결과 보고, 후속조치 확인
- 임상/PV SOP 관리
- Inspection준비 및 대응
- Quality Management 업무

신약

의약개발

직무 설명

마곡
정제공정

임상개발
RA

QA

지원자격

1. 지원서 작성 시점 기준 경력
- 학사 : 만 36개월 이상
- 석사 : 만 12개월 이상
- 박사 : 경력기간 제한 없음. (단, 졸업 예정자는 지원불가)
※ 학위기간(재학) 중의 경력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모집분야 상세내역에 있는 필수요건이 우선임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3.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동일 기간 동안 진행 중인 LG화학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진행 중인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른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일정

입사 지원

서류 전형

1차 면접

인성검사/
채용검진

2차 면접

처우 협의

입사

※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면접 전형은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력사원의 경우, 인적성 검사 中 인성검사만 실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방법
1) 서류접수 : LG그룹 채용사이트 (http://careers.lg.com) 內 LG화학 모집공고에서 On-line 지원
2) 제출서류 : 채용사이트 內 입사지원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추후 안내)
3) 접수기간 : 2020. 11. 13(금) ~ 2020. 11. 29(일) ☞ 최종 마감일은 오후 11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발생 시
- 채용관련문의 : LG Careers 內 1:1 질문하기 또는 생명과학.HR.인사지원팀(02-6987-4110)
- 비밀번호 분실, 지원서 수정 및 오류발생 문의
① LG Careers Site 內 상단 “채용문의”에서 1:1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
② E-mail 및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에서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E-mail 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 취소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4) 각 전형결과 및 통보는 E-mail을 통해 진행되오니, E-mail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마감일은 지원서 제출 및 문의사항이 많으므로, 되도록 마감일 이전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이후, 추가등록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록관련 문의는 마감 3일 전까지 요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