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1 (Click): 고큐바, 혼합현실기반의인지개선
디지털치료제 'POC'소개
링크 2 (Click): '신한스퀘어브릿지오픈이노베이션
5기' 스타트업 10곳선발
링크 3 (Click): 73개헬스케어社 ‘혁신형국가대표
1000’ 합류

http://iandna.com/ 모집: 2 명

언론에서바라본 “고큐바테크놀로지”

o 평가대상자의 그림을 스캔하여 데이터 전처리

o 스캔된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개발

o 득점한 그림을 딥러닝하여채점 패턴 검출 기술 개발

o 채점 알고리즘 개발 기술 개발

o 평가 수행 특성에 따른 진단명과 예후 관련 요인 파악

직무개요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23361
https://zdnet.co.kr/view/?no=20220609092735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066
http://iandna.com/


링크 1 (Click): 발달장애인을위한기술소셜벤처
‘돌봄드림’, 팁스프로그램선정
링크 2 (Click): KAIST가배출한스타트업 5곳혁신상
받는다

https://bluepoint.ac/. 모집: 2 명

언론에서바라본 “돌봄드림”

o 1주차: 돌봄드림에서 가지고 있는 iot 기술 및 서비스

전달

o 2주차: MQTT 기반의 통신 설계 및 DB 구조 잡기

o 3주차: 서비스 프로그램 직접 준비해보기

o 4주차 ~ 5주차: iot DUT 직접 제작해보기

o 6주차 ~ 7주차: 서비스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

o 8주차: 서비스 배포 및 유지보수 진행

o 9주차: 실무 방식 전달

직무개요

https://platum.kr/archives/16728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22771191
https://bluepoint.ac/


링크 1 (Click): AI 스타트업 ‘딥인사이트’, 시리즈A로
35억원투자유치
링크 2 (Click): AI경진대회서인정받은딥인사이트
링크 3 (Click): 딥인사이트, AI 기반차량용실내 3D 
카메라첫제품 7월출시

https://easyendosurgical.com/ 모집: 2 명

언론에서바라본 “딥인사이트”

o Backbone network를 하나로 통일하고, multi-

head를 디자인하여 face landmark estimation + 

gaze estimation을 한번에 구동하는 인공신경망을

개발하고자 함

직무개요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3
https://www.etnews.com/20210315000145
https://www.etnews.com/20210505000036
https://easyendosurgical.com/


링크 1 (Click): 165억규모시리즈 A 투자유치
링크 2 (Click): 카카오모빌리티-라이드플럭스, 제주
자율주행서비스개발착수
링크 3 (Click): ’연봉+1300만원 체류비'...제주도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플렉스

https://rebellions.ai/ 모집: 2 명

언론에서바라본 “라이드플럭스”

직무개요

o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o 자율주행 센서 처리

o 주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를 파악하는 인지 알고리즘

개발

o 차량의 경로 및 속도를 계획하는 판단 알고리즘 개발

o 자율주행 시스템/인프라 개발

o 자율주행 지도 툴 제작

o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리팩토링

o 개발용 UI 개선

https://platum.kr/archives/177894
https://zdnet.co.kr/view/?no=202208091042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011084617950
https://rebellions.ai/


링크 1 (Click): 일석이조? 높은 비용구조 개선하고, 그룹
레슨으로 친목 도모하는 레슨셰어 런칭

http://genomeinsight.net/ 모집: 2 명

언론에서바라본 “미스쿼드”

o 운영중인 서비스의 코드 베이스 교육 및 분석 업무 수행

o 시니어 엔지니어의 업무지시에 따른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o 스크럼 스프린트 회의, 회고 등의 개발 프로세스 실무

o 다양한 기획 / 디자인 도구를 활용한 협업 능력 배양

o 클라우드 개발 도구를 활용한 인프라 관리 실무

직무개요

https://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http://www.genomeinsight.net/


링크 1 (Click): 아이쓰리시스템, 국내유일적외선
센서기업..자율주행·우주항공까지활용
링크 2 (Click): 아이쓰리시스템, 산업용엑스레이시장
진출
링크 3 (Click): "국방기술이전받아수천억원
대박"...독일추월한한류기업의성공비결

http://wellang.com/ 모집: 1 명

언론에서바라본 “아이쓰리시스템”

직무개요
o 적외선 취득신호를 최적의 영상정보로 변환하는

과정 실습

o 반도체 개발 공정 실습

https://www.fnnews.com/news/20220719103048834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88954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01LGVNG
http://wellang.com/


링크 1 (Click): 오토실리콘 ‘BMIC’ 칩셋 ISO 26262 
ASIL-D 제품인증획득
링크 2 (Click): SK온, '오토실리콘합작품' 
배터리관리칩연말적용

https://www.aniai.ai/ 모집: 1 명

언론에서바라본 “오토실리콘”

o 시스템 반도체 개발 과정 중에서 설계된 회로의

기능 및 성능 평가

o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계된 회로가 목표

사양을 만족하는 지를 검증

직무개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U22R75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41071
https://www.aniai.ai/


링크 1 (Click): 700억원규모 에코펀드 출범
링크 2 (Click): ‘BiFi’, 비트코인 예금·대출 서비스 지원
링크 3 (Click): ‘BIFOREST’, NFT 게임 플랫폼 확장
링크 4 (Click): NFT 메타서울 2021 (대표인터뷰)

https://pilab.co/ 모집: 3 명

언론에서바라본 “파이랩테크놀로지”

o Web3 서비스 UX 분석 및 기획

o Web3 서비스 구현 (웹프론트) 

o 블록체인 서비스 backend 시스템 개발

직무개요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30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405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17
https://www.youtube.com/watch?v=ILUPLLxslMA
https://pilab.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