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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열차에 탑승하신걸 환영합니다 *^^*

열차 승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선정배경역

희망이음열차안내도

기업소개역

기업탐방역

탐방후기역
바이오니아

청년인재

희망이음 열차를 타고 바이오니아에서~청년인재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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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NFEO선정배경역바팀소개 기업소개



바 선정배경역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결과!

42%

50%

8%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Q1.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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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Q3. 중소기업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6%

74%

중소기업

대기업및기타

Q2. 졸업후 취직하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8%

92%

그렇다

아니다

Q4. ㈜바이오니아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출처: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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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바이오니아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출처: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대학생 73명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인지도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1.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기업을 직접 탐방하며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식개선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지

청년의 꿈과 도전을 기업과 함께
연결하는 소통 창구야~

어! 희망이음이 뭐에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활동을 하나
요?

바 선정배경역 희망이음이란 무엇일까?



바 선정배경역 WHY? 왜 바이오니아 인가?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호모헌드레드’ 시대 대비를 위해

바이오기업 바이오니아를

희망이음이라는 소통창구를 통해 알려보자!!



TJDNFEO기업소개역바선정배경 기업탐방



바기업소개역 바이오니아는?

바이오니아㈜

박한오

1992.08

2005.12

분자진단 장비 및 kit

합성유전자 등 연구용 제품

siRNA 신약 개발

360명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8-11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코스닥상장일

주요 품목

직원수

소재지



유전자 합
성

DNA/RNA
핵심기술

유전자 분
석

시약/장비

분자진단
시약/장비

SAMiRNA
신약

헬스케어

BNR17
프로바이오

틱
유산균

유전자

헬스케어

기업

바기업소개역 이런 기업이다!

국내 1호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유전자연구나 분자진단에 필요한

원료물질과 첨단 분자진단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바기업소개역 이런 기업이다!

유전자 DNA/RNA/Gene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분석, 진단 가능

유전자사업

16년 대비 17년 매출 80% 성장

항비만 유산균 DNA복제, 분석

SAMIRA(노란색 DNA) 특허

주사놓으면 혈액속에서 돌아다니다

RNA작용-치료

18년 해외라이선스계약 체결

및 국내 본격 판매

DNA시퀀스 분석 99%정확성

치매진단 키트 보유

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있구나!



S

W

O

T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기업

독점적 기술로
자체적 생산,조달 가능

trength

eakness

pportunities

hreats

낮은 기업인지도

대기업 등 경쟁기업
의 높은 경쟁력

대체상품의
개발가능성이 높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 시장 활성화

바기업소개역

높은 연구개발비

해외시장 진출확대

SWOT분석 안내도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



바기업소개역 바이오니아 만의 강점은?

피부, 탈모 등

개인맞춤형 유전자 검사

‘진투라이프’ 출시

지속 가능한

웰니스 라이프 시작

세계 5위 규모의

합성 유전자 양산 시설

구축

차세대 자동화

분자진단시스템

유전자연구

분자진단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 / 조달

차세대 치료제

신약 개발

‘SAMiRNA’ 기술로

RNAi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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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업소개역 바이오니아의 1992년 ~ 현재까지

1992 1996 2001

2002

200520092012

2015 2016 Today

2014

㈜한국생공설립

국내최초 PCR용효소및
합성DNA개발및공급

㈜바이오니아로상호변경 대전본사 DNA
합성센터준공

월드컵대비
생물무기탐지용
PCR장비개발및
전력화

코스닥상장의료기기제조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KGMP)획득

혁신형제약기업인증
(2012-2018)

Lb. gasseri BNR17 체지방
감소생리활성기능 2등급인정
(식약처)

유한양행에기술이전계약체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 지카다중진단키드
WHO EUAL 등재

글로벌헬스케어
기업으로의도전



바기업소개역 이렇게나 많은 수상이 있다니!

2018.06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전지역 우수기업(스타기업) 
선정

2017.09  
대한민국 신약대상 기술혁신부문 대상 수상

2017.04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선정

2016.05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희망이음 프로젝트)

2015.12  
IP-R&D 우수기관상 수상
‧
‧
1998.1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금상 수상

1997.12  
중소기업대상 창업중소기업부문 대상 수상



바기업소개역

좋아요!!

와~ 이제 바이오니아가

어떤 기업인지 알것같아요!

그래~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바이오니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기업소개역 바이오니아의 채용 인재상/인사제도는?

바이오니아는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1. 글로벌역량, 오픈마인드

2. 열정과 패기

3.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창의

성

을 지닌 인재가 좋습니다! (바이오니아김재하상무님)

실적평가 역량평가 연봉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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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리더십 강화교육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육아휴직제도

플렉서블 출퇴근제도

생일자 조기퇴근

연차/경조사휴가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자녀학자금지원

인센티브제도

스톡옵션제도

퇴직연금

중·석식 제공

사내 카페테리아

기숙사 제공

사내동호회 활동

회사 콘도

바기업소개역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이?!

식사와 주거공간도 제공해준다! 금전적인 복리후생도 다양하다~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까지?!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지!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4. 어학성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5.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6. 교수추천서

서류전형 인 〮 적성검사
※연구부문- 전공 필기시험

면접전형(1 〮 2차) 최종합격

[ 제출서류 ] 정기채용 : 1년에 2번

수시채용 : 정기채용 이외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 생산, 영업,지원 4가지 분야 채용

바기업소개역 채용절차

(바이오니아김재하상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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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NFEO기업탐방역바기업소개 탐방후기



바기업탐방역

3

바이오니아도착!

바이오니아로비
커피기계와우유까지있다 !!!바이오니아설명中

바이오니아안으로~



바기업탐방역

바이오니아탐방끝 ^^

기술개발회사인만큼
보안을중요시했네~

열심히설명듣는중!!

바이오니아장비구나~



바기업탐방역 Q&A, 궁금증 해결하기

(바이오니아김재하상무님)

Q. 바이오니아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Q. 채용제도가 궁금합니다~

Q.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수한 업무수행능력 자질은 물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

다.

A. 모집분야는 연구,생산,영업,지원 4분야가 있으며
1년에 2번 공채 모집 중입니다. 

하지만 해외영업분야는 수시 모집 중이며, 
프리토킹이 가능한 인문계열도 지원 가능합니다. 

A.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자신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나에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보다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TJDNFEO탐방후기역바기업탐방 청년인재



바탐방후기역 SNS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직접 탐방한 사진 후기 & 기업 정보 공유!
널리 소통할 수 있는 SNS를 통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홍보하자~!!

https://blog.naver.com/thdus9989/221383305780https://www.instagram.com/p/BpqPw04DCwQ/?utm_s
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
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
id%3D1253679174775271%26id%3D100003996017487&wi
dth=500

https://blog.naver.com/thdus9989/221383305780
https://www.instagram.com/p/BpqPw04DCwQ/?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53679174775271&id=100003996017487&width=500


바탐방후기역 소감

기업탐방을 하며 평소에

정보가 부족했었던 지역중소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재상을 바라고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부족했었던 정보를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방문하여 직접 기업 내부를 돌아다니며

보고 듣는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도 탐방을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이 지역우수기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니아라는 지역우수기업을

탐방하게 되어서 취업준비생으로서

직접 보고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서 볼 때

다양한 분야와 직종, 새로운 정보들, 

근무환경 등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길 앞에서 막연한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길을 안내해주며, 

지역우수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희망이음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소연 문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