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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지원분야 업무내용 자격요건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  

(사업개발) 

Strategic 

Planning/ 

Business Dev.  

 

Regulatory 

Affairs 

 

- Analysis of a new 

business/investment opportunity 

and establishment of business 

strategies in Asia 

- Portfolio Optimization and market 

research 

- Exploring R&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 Medical and regulatory writings 

- Ensur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KFDA/FDA) 

 

- 학위: 석사 이상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

련 전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전략기획/시장분석/사업개발 

/Licensing/허가 등의 관련 업

무 유경험자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  

(연구) 

Immunology, 

Oncology,  

Cell biology, 

Molecular 

biology, 

Virology, 

공정개발  

(동물세포 배

양) 

분석 

- 면역/항암/세포치료제 개발 

- 면역세포 항암 기전 연구 

- 차세대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 Viral/Non-viral vector 이용 유전자 

발현 연구 

- 분석법(cell based assay, 역가) 개발 

- 면역세포/줄기세포 배양공정 개발 

- 생산 공정 scale-up 및 기술이전 

- 학위: 박사 이상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

련 (면역학, 세포생물학, 생화

학, 화학공학, 분석화학 등) 전

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바이오

텍 종사자 

지씨씨엘  

Bio Analytical 

팀 Bio-Assay 

파트 

* 분석법 개발 및 trouble-shooting이 

가능한 분석시험책임자 업무 

 

1. 신약의 면역원성 분석법 개발 및 

분석 

- ADA: ELISA, MSD, Gylolab 등을 이용

한 분석법 개발/밸리데이션  

- NAb: ELISA 및 Cell-based NAb 개발

/밸리데이션   

  

2. PBMC를 이용한 biomarker 분석  

- PBMC Isolation  

- ELISPOT / FACS를 이용한 분석법 개

발/밸리데이션 

- 학위: 박사 또는 석사 경력자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

련 (면역학, 세포생물학, 생화

학, 화학공학, 분석화학 등) 전

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바이오

텍/Bioanalytical CRO 종사자 



녹십자셀  

종합연구소  
 

1. 항암면역세포치료제 (anti-cancer 

immune cell therapy) development 

2.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 

platform technology 개발 

3. Tumor Environment Immunology 연

구 

 

- 학위: 석사 이상 

- 전공: 바이오 및 제약 분야 관

련 (면역학, 세포생물학, 생화

학, 화학공학, 분석화학 등) 전

공자 

- 우대사항: 어학 우수자, 바이오

텍 종사자 

l 근무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녹십자 main campus 내, Cell Center 

l 공통 제출 서류: 영문 CV 

 

 녹십자랩셀 (http://www.gclabcell.com)은 GC녹십자의 장기적 바이오 육

성 전략에 따라 2011년 미래핵심사업(세포·유전자 치료, 검체검사, 셀뱅킹 등)을 통합하여 출

범한 회사입니다. 동종 NK 세포치료제를 비롯하여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

다.  

 녹십자셀 (http://www.greencrosscell.com)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세포치료 전문기업으

로 2012년 녹십자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활성화된 자가 T 세포를 이용한 간암치료제가 

국내에서 승인 및 시판 중에 있습니다.  

 GCCL (Global Clinical Central Lab)은 2019년 설립된 GC녹십자랩셀의 자회사로 임

상1상부터 임상4상 단계까지 임상시험의 검체(혈액, 뇨 등 인체유래물) 시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 전문 법인으로 국내 최초의 진정한 Central Lab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