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테라퓨틱(주)
신입/경력 연구원 채용 공고
오름테라퓨틱은 항체기반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존 치료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년
억원 규모의 시리즈 투자유치를 했으며 국내
만호 특허를 등록해 청와대에 초대 받아 특허증에 대통령 자필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 본사 외 미국 보스턴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뛰어난 사이언스와 환자의 미충족수요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 기업 문화를 지향하며 신약개발
미션하에 구성원의 주도적인 기여를 장려합니다 수평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열정적인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담당 업무

Pharmacology/
Toxicology

Scientist,
Cancer Biology

Research
Scientist,
Biology

지원 요건

• 비임상 안전성 독성실험 디자인 및 기전연구
• 적응증에 적합한 안전성, 독성 평가 계획수립
및 데이터 분석
• In vivo, non-GLP 및 GLP 독성시험 진행관리
• 국내외 CRO 관리

• 경력
• 기업경력 5년 이상 경력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업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 항체 신약 관련 연구개발 경험자 우대

• Cancer drug discovery 및 candidate selection
연구과제 주도
• In vitro/vivo assay 디자인, 실행 및 분석
• 국내외 협력사 및 CRO 관리

• 경력
• 생명과학 관련 (생물, 생화학, 면역학,
종양학 선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업
연구소 경력 보유 석사학위 소지자
• 항체 신약 관련 연구개발 경험자 우대
• E3 ligase 관련 전문성 우대

• In vitro assay 개발, 검증, 실행 및 데이터
정리와 분석

• 신입 또는 경력
• 생명과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연구소/연구실 경험 보유 학사학위 소지자
• 항체 신약 관련 연구개발 경험자 우대

전형 절차
서류 전형 → 전화 면접 → 발표 면접 (연구분야 PPT 발표 형식) 및 임원 면접 → 최종 합격 발표
근무 조건
근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근무형태: 정규직 (전문연구요원 가능)
급여: 협의
복리후생: 4대 보험, 인센티브, 퇴직금, 스톡옵션, 주5일 근무, 중식제공
복지수당: 주거지원 (relocation subsidy/협의), 영어수업, 금연, 금주, 친환경 통근, 외 수당 지원
접수 방법
제출서류: 자유형식의 CV와 자기소개서를 PDF로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jobs@orumrx.com
제출형식: 반드시 이메일 제목란에 ‘이름_지원분야’로 제출 (예: 홍길동_Scientist, Biology)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저희 웹사이트 www.orumrx.com/careers를 방문해주시고
지원서 제출을 제외한 문의사항은 contact@orumrx.com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