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 평등에 기여하는 회사

(주)폴루스

신입 사원 수시 채용 공고
(주)폴루스(POLUS Inc.)는 ‘바이오 의약품을 기반으로 인류 의료 평등(Medical Equality)에 공헌함’
을 비전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 시장 규모를 가진 만성 질환 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유럽 EMA와 미국 FDA의
글로벌 품질로 생산하여 전세계 파트너사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을 진일보 시킴은 물론, 전세계 인류의 의료 평등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주)폴루스는 전세계의 고객, 파트너사,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과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으며, 당사는 각 부문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여
세계 최고의 인재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젊고 역량 있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갈 혁신적인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의 여정에 함께 할 원대한 꿈을 가진 당신을 초대합니다.

접수 기간

2017년 6월 22일(목) ~ 7월 9일(일) 24시(한국 시간 기준)
※ 입사 지원서 제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지원 방법

• 기 졸업자 및 `17년 하반기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17년 하반기 입사 가능자)
• 취업 포털 모집 공고(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에서 자사 입사지원서 확인
• 당사 채용 E-Mail(recruit@polus-global.com)로 접수
• 당사 양식 필수 준수, MS-Excel파일로 제출

• 입사 지원서 작성 시,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

전형 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영어
/1차 면접

인성 검사
/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 건강 검진

※ 인성 검사는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전형 합격 안내 時 상세 안내 예정)

지원 관련 안내/유의 사항

• 독립/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후손) 등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지원 우대
• 국가 등록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취업 보호 계층은 관련 법규에 의거 지원 우대
• 현장 교대 근무자는 4조 2교대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 입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어학 기준은 없음

• 병영 필 또는 면제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채용(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 지원자는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라며, 침해
시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후, 모집 기간 마감 전이라도 개별적인 채용 전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E-Mail(recruit@polus-global.com)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모집 요강은 다음페이지 참조]

사무직 모집 요강
본 부
BD본부

(Business
Development)

경영지원본부

팀

(근무지)
BD본부

(인천 송도)

모집분야

/ 담당직무

[BD 실무자]
- 북미지역 파트너사
/잠재 고객 관리
- 시장 조사 및 분석

HR팀

[HRM]
- 인사 제도 및 시스템 운영
- 채용 및 인사 관리 지원

장안운영팀

[HRM]
- 인사 제도 및 시스템 운영
- 채용 및 인사 관리 지원

(인천 송도)

(화성 장안)

생산담당

생산기획팀

생산지원담당

Facility팀

(화성 장안)

(화성 장안)

신사업본부

신사업담당

품질본부

QA

(인천 송도)

(화성 장안)

QC

(화성 장안)

필요 학력 및 전공
/ 필요 능력사항

[학사 / 관련학과 ]
1. 고객관리 및 영업
2. 산업 및 시장 분석 등에 대한 Reporting
3. 매출 및 영업이익 관리
4. 장기간 해외 출장 가능

[학사 / 인문, 상경계열]
1. HR System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2. Communication Skill
3. 영어 능통자 우대
4. 관련 자격증 우대 (공인 노무사)

[학사 / 인문, 상경계열]
1. HR System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2. Communication Skill
3. 영어 능통자 우대
4. 관련 자격증 우대 (공인 노무사)

[전산]
- 시스템 엔지니어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전산실 시스템 운영
- 보안 정책 운영

[학사 / 전산, 컴퓨터 관련 계열]
1. 네트워크 환경 이해
2. L2, L3 운영 가능
3. PC 관리 및 장애처리 가능
4. 관련 자격증 우대 (정보처리기사, CCNA, CCNP)

[환경업무]
- 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위험물 관리

[학사 / 환경 관련 계열]
1. 화관법 / 화평법에 대한 이해
2. 관련 자격증 우대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위험물 등)

[생산기획]
- 자재 소요 자료 관리(MRP)

[신사업사무]
- 전사 사업 전략 및
신사입 기획 업무 지원

[Quality Engineering]
- Qualification/Validation
[System QA]
- System QA 관리자

[이화학/기기분석]
- 기기분석 시험자

[미생물/바이오]
- 미생물 시험자

[전문 학사 / 학과 무관]
1. 컴퓨터 활용 능력(MS office) 우수자
2.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2급 이상) 보유자

[학사 / 상경계열]
1. Business Reporting (Project, 과제 등)
2. OA 활용 능력(PPT, Excel 등) 우수자
3. 영어 능통 필수 및 제 2외국어 가능자 우대

[학사 / 생명, 생물, 화학, 컴퓨터 관련 계열]
1. Qualification
2. Validation
[학사 / 생명, 생물, 화학, 컴퓨터 관련 계열]
1. QA System 관리에 대한 이해

[학사 / 생명, 화학 관련 계열]
1. 원료, 제품 및 유틸리티 관련 기기분석시험
2. 기술이전 및 시험법 검증
3. 영어 능통자 우대

[학사 / 생명, 화학 관련 계열]
1. 균동정, 배지적격성평가 및 균주관리 담당자
2. 기술이전 및 시험법 검증
3. 영어 능통자 우대

[현장직 모집 요강은 다음페이지 참조]

현장직 모집 요강
본 부
생산담당

팀

(근무지)
배양팀
회수팀
정제팀

(화성 장안)
생산지원담당

Facility팀

(화성 장안)

모집분야

/ 담당직무

[생산담당 Operator]
- Bio 의약품 제조 생산
설비 Operating

[폐수처리장 운영 Operator]
- 폐수처리장, 스크러버 등
수질/대기 환경 관련
시설 관리
[유틸리티운전 Operator]
- 유틸리티, HVAC 등
장비 24시간 운영 관리

[물류관리 Operator]
- 물류 현장 관리

필요 학력 및 전공
/ 필요 능력사항

[전문학사 / 바이오, 식품, 생명, 생물, 기계, 전기 등]
1. 관련 자격증 우대

[전문학사 / 환경, 안전 및 관련 학과]
1.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이상 보유자
(수질, 대기, 폐기물, 환경 관련 등)
[전문학사 / 기계, 전기 및 관련 학과]
1.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이상 보유자
(공조, 냉동, 보일러, 가스, 에너지 전기 등)
[전문학사 / 물류 및 관련 학과]
1.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이상 보유자 (물류/유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