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CJ제일제당 BIO연구소
해외 박사신입 / 경력 연구원 모집
지원 자격
 지원분야별 상세 직무와 전공/경력이 부합하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모집 전형
 일반 채용 ｜해외 학위 소지(예정)자로, 2018년 內 입사가 가능한 자
신입

경력

해외 정규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예정자 (’18년 內)

해외 정규대학 Post Doc 또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 보유자

 GTS 채용 ｜해외 학위 소지(예정)자로, 2019~2020년 內 입사가 가능한 자
신입

경력

해외 정규대학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비대상

■ About Global Talent Sponsorship (GTS) 채용
대상｜2019~2020년 內 졸업이 가능하고 졸업과 동시에 입사가 가능한 자
특전｜졸업 시 까지 장학금 지급 (최대 2년), 현지 리크루팅 행사 초청, 한국 CJ Blossom Park 초청

모집 분야
모집 부문
BIO

생물자원

상세 분야

비고

정제

분석

균주개발

화학공정

발효공정

BIOMASS

OMICS

효소

제품/기술개발

분석

미생물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물학, 생물화학공학,
생화학, 유전공학, 화학, 효소공학,
Metabolomics, 원예학, 농학 및
관련 전공 우대
동물영양학, 미생물학, 수의학, 천연물, 축산학,
해양수산학 및 관련 전공 우대

전형 절차 및 지원방법
테스트 전형 진행 예정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전문성면접

임원면접

합격자발표

지원서 제출시 개별 채용 검토 및 Process가 시작되며, 합격자에 한하여 이후 일정 별도 공지 드립니다.
각 단계별 결과는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공지됩니다.
최종합격 후 별도의 처우 및 입사일자 협의가 진행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CV 를 haesoo.park@cj.net으로 한국 기준 4/20(금) 자정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지 채용 설명회 및 1:1 Recruiting 상담
 진행 일정 ｜ 2018년 5월 5일 KOLIS 봄 총회 時
 진행 내용 ｜CJ회사 소개 및 BIO 연구분야 소개, CJ Blossom Park 홍보
1:1 리쿠르팅 상담 (RSVP통한 신청 및 일정 예약)
 참여 방법 ｜사전 참석 인원 파악을 위해 한국 기준 4/25(수)까지 RSVP 통한 사전 신청 부탁 드립니다.
RSVP 링크 ▶ https://goo.gl/forms/BI9KoFaXajXfTU2U2
※ 장소 및 상세 시간은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1:1 Recruiting상담은 시간 제약 상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사에 참석이 어렵더라도 CJ제일제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채용 정보 지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BIO인사지원실 박해수 haesoo.park@cj.net / BIO인사지원실 김윤정 yoonjung.kim@cj.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