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테라퓨틱(주)
기업소개 및 채용 공고 상세

A world where no patient suffers from diseases caused by undruggable targets

기업소개
● 항체기반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2016년

설립
●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의 힘을

활용하여 Antibody-drug conjugate (ADC)
항암제 프로젝트 전임상 개발 진행
● 대전 연구소 및 보스턴 연구소 운영
● 2020년까지 40 million USD의 투자 유치 완료,

2021년 Series C 펀딩 진행

조직
● 외국계 스타트업의 선진 조직문화 지향
●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주도적인

연구활동을 장려
●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Ownership을 갖고 책임감있게 스스로 의사결정
● 대기업 대비 Speedy하고 다이나믹한 연구 진행
대전 연구소 소재 건물 전경

Orum Therapeutics offers various scientific positions to advance your career

모집분야
● 채용 공고에 국한하지 않고 오름의 Vision에 기여할 수 있는 Scientist 채용 가능

Antibody discovery & production
- Antibody engineering
- Phage display library design
- Antibody panning
- Hybridoma antibody discovery
- Antigen design
- Antibody production (CHO, HEK293)
Chemistry / ADC payload design
- Medicinal chemistry
- Bioconjugation
Preclinical development
- CMC (ADC)
- Toxicology (rodent, NHP)
- In vivo pharmacology

Bioassays
- Cancer biology assays
- Immuno-oncology assays
- In vitro toxicology assays

Quantitative sciences
- Bioinformatics / AI
- Molecular Dynamics
- Computational chemistry
- Binding energy calculation
- Small molecule virtual screening
- Antibody-antigen modeling
- Virtual binding free energy prediction
- PK PD modeling

Structural biology
- Protein purification (E. coli)
- Crystallization screening
- Crystal structure determination

Research Operations
- Project Leader
- Functional Group Leader
- Project Managers

현재 채용 중인 포지션 채용공고는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rumrx.com/careers

Join us at Orum Therapeutics on our exciting drug discovery venture!

근무조건
▪ 근무지 및 근무형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 급여 및 복리후생 : 급여는 협의, 4대 보험, 인센티브, 퇴직금, 스톡옵션, 주5일 근무, 중식 제공
▪ 복지수당: 주거지원 (Relocation Subsidy), 영어 수당, 금연/금주 수당, 친환경 통근 수당 등 협의

전형 절차 및 접수 방법
서류 전형

전화 면접

발표 면접
(연구 분야 PPT 발표 형식)

최종
합격 발표

▪ 제출서류: 자유형식의 CV와 자기소개서를 PDF로 이메일 제출 (jobs@orumrx.com)
▪ 제줄형식: 반드시 이메일 제목란에 ‘(본인이름) 연구원’으로 제출 (예: 홍길동 연구원)

과학의 도시 대전
● 대덕연구단지 소재 30개 이상의 출연연과 19개의 대학, 그리고
400개 이상의 기업연구소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산업도시
● 높은 교육수준, 안전한 환경, 외국 및 수도권 대비 낮은 물가 수준
● 대형 병원, 프리미엄 쇼핑센터, 지하철, 외국인학교(K-12) 등
대도시다운 편리한 인프라
●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한밭수목원, 놀이공원, 동물원 등
다수의 Attractions
●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도 즐길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계룡산, 대청호 등)
● 지리적으로 한국 중심에 위치하여 국내 여러 타도시 및 관광지에
접근성이 좋음
● 타 국가 및 한국내에서도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COVID-19
확진자 수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orumrx.com/car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