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BIO사업부문 신입사원 모집
▶ 접수기간

2020. 9. 7(월) ~ 9. 22(화) 18:00 한국시간 기준

▶ 지원방법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 지원서 작성

▶ 전형단계

01 지원서 접수
(9.7~9.22)

>

02 1차 면접
(10월 中)

>

03

직무수행능력평가
(11월)

>

04

최종평가
(11~12월)

>

05 입사
(12월)

※ 1차 면접 :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무수행능력평가: 지원 직무 유관 부서에서 과제 및 업무 수행 (약 2~3주 간의 인턴십 형태)

▶ 안내사항

-

전형단계 및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장애인 및 국가보훈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 (채용취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CJ제일제당 CJ Blossom Park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R&D 모집내용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 졸업자 및 ‘21년 3월 이내 졸업 예정자)
직무
균주개발

효소

우대사항
전공

자격증 및 연구경험

대사공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 산업 미생물 균주 개량, 미생물 대사산물 생산, 균주 스크리닝,
유전공학, 생화학, 생명공학,
균주 대사경로 구축 최적화
효소공학
- 효소/단백질 공학, 효소 전환반응
대사공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 산업용 미생물 균주개량(곰팡이, 효모, 바실러스 선호), 단백질 발현
유전공학, 생화학, 생명공학,
- 균주 스크리닝, 균주 대사경로 구축 최적화
효소공학, 단백질 공학
- In silico design, 분자 Modeling
- 단백질 생화학, 효소 Aaasy

발효공정

화학공학, 화학생물공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정제공정

화학공학,화학생물공학,화학,
유기합성, 고분자공학,
고분자화학

고분자가공

화학, 화학공학,유기합성,
고분자공학, 고분자화학

- 곰팡이, 바실러스, 효모 등 산업 미생물 통계 기반 발효공정
개발 및 최적화 : 유가식 또는 키모스텟 배양 경험
- Lab 및 Pilot-scale 발효기 핸들링 경험
- 바이오화학제품 제조산업기사 또는 관련 자격증 우대
(생물공정공학 기사 등)
- BIO 제품 정제공정 설계 및 공정 별 Mass Balance 연구 경험
- 증류, 추출, 결정화 등 정제 공정 경험
- 합성반응 공학, 열역학 연구 등 공정개발 경험
- 고분자 가공(컴파운딩, 필름 가공) 경험
- 개질 및 화학 물성 분석경험
- 생분해성 고분자 (PLA, PBAT, PBS, TPS) 관련 경험

※ 세부 직무 정보는 채용홈페이지 참고 (http://recruit.cj.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