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나진
분자진단 및 PNA 소재 전문 바이오 기업 (경력, 신규 채용)
[회사 소개]
주식회사 파나진은 DNA 유사체인 PNA(Peptide Nucleic Acid) 소재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자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PNA 독점 공급권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진의 주 사업은 PNA 기반의 분자진단 분야와 PNA 소재 공급 및 판매입니다.
PNA 기반의 분자진단 기술을 토대로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을 위한 암 진단 검사 (액체생검 및 조직검사)
제품과 감염질환 검사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파나
진의 폐암 관련 조직검사용 제품은 다년간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최초
로 액체생검 제품을 출시하여 현재 글로벌 진단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PNA 소재는 분자진단, 신약 등 다양한 핵산제품에 응용 가능하며, 파나진은 PNA 소재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한 독창적인 PNA 단량체 물질 (Btsmonomer)을 개발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량생산을 최초로 실현한 기업입니다. 상업적
PNA 공급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PNA 소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나진의 독창적인 기술과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
외 사업 확장, 사업 다각화 및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
2017. 10 PANAMutyper™ R EGFR 신의료기술 인정 (액체생검)
2017. 09 연구동 신축
2017. 04 김성기 대표, ‘올해의 신성장기업 경영인상’ 수상
2017. 02 PANAMutyper™ R EGFR 식약처 등록
2016. 09 PANA RealTyper™ HPV 식약처 등록
2016. 05 Thermo Fisher Scientific사 PCR 장비 도입 계약
2013. 11 대한민국기술대상 은상(장관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2013. 01 PNAClamp™ 제품 3종 (EGFR, KRAS, BRAF) 식약처 등록 (암 조직 검사 제품)
2012. 12 지식경제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PNAClamp™)
2012. 09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0. 10 Frost & Sullivan 아시아 태평양 제품혁신상
2008. 10 KOSDAQ 상장
2007. 06 미국 AdvanDx와 PNA 공급계약 체결(병원 진단 제품용)
2004. 12 PNA 대량합성기술 특허 등록
2001. 04 ㈜파나진 설립

[회사 홈페이지]
http://www.panagene.com

[채용 Overview]

[채용 포지션: 전략기획/해외사업]
◼

전략기획/해외사업 팀원
✓ 주요 업무
-

자사의 해외 사업 확장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담 팀 운영

-

해외 및 신규 사업 기획, 사업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실행/관리

✓ 자격 요건
-

신입/경력, 전공 무관

-

영어 필수 (Speaking, Writing)

-

전략적인 사고로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

-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우대사항
-

생명과학, 화학, 상경 계열 우대

-

사업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분자진단/제약사 경력자 우대

-

중국어/제3 외국어 우대

[채용 포지션: 연구/개발]
◼

분자진단 연구자
✓ 주요 업무
-

PNA 기반의 진단플랫폼 R&D 및 진단 제품 개발

-

해외 및 신규 사업 기획, 사업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실행/관리

✓ 자격 요건
-

분자진단 연구 또는 제품 개발 3년 이상 경력자

-

생명과학/생화학/분자생물학 계열 석사 이상

-

프로젝트 리딩이 가능하신 분

-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우대사항

◼

-

기업 연구소 내 진단 연구 또는 제품 개발 경력자 우대

-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

핵산 증폭 (RNA포함) 및 검출 기술 개발 관련 유경험자 우대

-

특허 및 논문 보유 우대

PNA 소재 활용 연구자
✓ 주요 업무
-

PNA 소재의 다양한 활용 연구 확장

-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적 효능 시험

-

mRNA inhibition & expression 관련 연구

-

modification PNA 활용

✓ 자격 요건
-

생명과학/생화학/분자생물학/약학 계열 박사이상

-

세포생물학(세포배양, 염색, 형광현미), 분자생물학(FISH, PCR) 등의 기초 기반기술 보유자

-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우대사항
-

기업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소 경력자 우대

-

영어 능통자 우대 (해외학위 소지자 우대)

-

사내 외 프로젝트 독립수행 가능자 (정부과제, 대학, 연구소, 병원 등과의 협업 연구)

-

질병과 관련된 PDX 모델 확보 유경험자

[근무 환경]
근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
복리후생: 연차/4대보험/경조금/주5일근무/정기휴가/경조휴가제/퇴직금/인센티브제/
정기보너스/장기근속자 포상/우수사원표창/포상/기숙사운영(타지역)/건강검진
급여조건: 신입/경력에 따라 협상 가능

[지원 기간]
2018년 9월 28일(금)까지 접수 마감

[지원 방법 및 채용 절차]
자유 양식 이력서 및 경력 기술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무방함)
수행 프로젝트 위주 기술,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 명시
(1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2차) 면접 진행
(3차) 최종면접 진행
2018년 10월 중 면접 진행 및 결과 통보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panagene.com
담당자: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문의처: 042)861-9295

채용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