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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ason Science㈜ 연구원 모집 

채용유형 연구원 기관종류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모집기간 상시 근무예정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의료첨복산업단지) 

관련전공분야 생물학, 의학, 수의학, 약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등 관련학과 

상세채용분야/인원 

※ 상세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1):In vitro & ex-vivo 

담당 업무  

- 신경세포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 바이오마커 분석 : ELISA, Cell based assay 등 

- 분자생물학적 실험 : IHC, IF, WB 등 

- 모집 인원 : 0명 

 

@분야 2): In vivo 

          담당 업무 

              -질환모델 제작: 수술적기법을 활용한 모델의 제작 

              -실험 동물 번식 및 사육 

              - 실험동물을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평가 

- 모집 인원 : 0명 
 

응모자격 

※ 자격 및 우대사항 

 

@자격 요건 

 학력 : 학사 이상 

 전공 : 생명공학 등 관련 학과 

 우대 : 세포 또는 동물실험 경험자 

실험 관련하여 책임감, 성실한 자 

    @제출 서류 

          - 이력서(자유약식),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서류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제목: 지원자000_분야, 예시: 지원자 홍길동_In vivo) 

mailto:info@naasonscience.com


  
2(2) 

 
  

WHERE THE NEXT GENERATION OF PRECLINICAL RESEARCH BEGINS 
 Naason Science Inc.   •   info@naasonscience.com  •   www.naasonscience.com 

           - 급여 조건 

           : 회사 내규에 따름(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4대보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나이제한), 퇴직금 

     @ 전형방법 

       1차:  서류 심사 

       2 차:  면접 
 

기업소개 

※ 소개.  

나손사이언스㈜는 CNS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CRO회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만들어진 외국인 투자 국내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유수 제약회사들과 신약개발 유효성평가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 국제협력과제인 유로스타(Eurostars)를 유럽, 북미, 캐나다, 한국의 컨소시엄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손사이언스㈜는 20년 넘게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을 경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신약개발과 유효성 평가에 있어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의 제약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평가와 

개발에 대한 경험 또한 쌓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 3년된 신생벤처 회사이지만,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유망벤처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담당자 이정훈 팀장 전자우편 jeonghoon@naasonscience.com 

전화 070-4261-5509 팩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오송 KBIO 신약개발지원센터 506호 

관 련 정 보 

☞ 기관 홈페이지 : https://www.naasonscience.com/ ☞ 부서 홈페이지 : https://www.naasonscience.com/ 

☞ 제출서류양식 : 자유 ☞  

 

 

mailto:info@naasonscience.com
https://www.naasonscience.com/
https://www.naasonscien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