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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D-1510-03 
 
시행일자 : 2015. 10. 18 
 
경    유 : 
 
수    신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부장 
 

제   목 : (주)하이딥 신입, 경력 및 병역특례 채용 안내 

 

          1.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 등에 사용 가능한 Touch UI/UX Solution 

Provider로서 기존 Touch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UI/UX를 지원할 수 있는 

IC, Panel, SW의 Total Solution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세계 최초로 Force Touch를 기반으로 한 3D Touch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성능의 AnyPen 필기 기능을 가진 Touch UX를 개발, 

론칭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학사 및 석사 출신의 신입, 경력 직원 

및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귀 학부의 적극적인 공고 

및 채용추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          래 

 

1. 채용공고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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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리과    

담당자    

우 1349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3층 (삼평동, 다산타워) 

TEL (031)717-5775 / FAX (031)716-7686 / 담당 김경영 / mariana.kim@hideep.com 

 



2. 협조요청 사항 

     가. 학부 홈페이지의 취업정보 혹은 취업게시판 등에 채용공고문 등재 요청 

나. 관련 학과 내의 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채용공고문 출력 부착 요청 

     다. 기타 관심 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안내 및 연결 요청 

 

   3. 기타 참고사항 

     가. 학과 및 학생 요청 시 귀 대학에 방문하여 기업설명 및 질의응답 가능 

나. 학과 및 학생 요청 시 회사 탐방 및 방문 가능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진 면담 가능)  

     다. 기타 각종 자료 요청 시 제공 가능 

 

   4. 문의안내 : (주)하이딥 경영지원실 HR담당 

     가. 김경영 과장 : 070-4164-7036, Mariana.kim@hideep.com 

     나. 고태훈 상무 : 070-4164-7031, Thomas.Goh@hideep.com 

 

 

 

<참고 1. : 세계 최초 Force Touch 기반 3D Touch 관련 정보> 

 

1. 세계 최초 ㈜하이딥 Force Touch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론칭 동영상 및 기사 

@ IFA 2015 Berlin 

https://www.youtube.com/watch?v=V8S38-Np2bY&feature=youtu.be 

http://www.popsci.com/huaweis-mate-s-phone-will-weigh-objects-using-force-

touch-before-iphone-6s 

 

<참고 2. : 세계 최고 성능의 AnyPen 필기 기능 Touch UX 관련 정보> 

 

1. 하이딥 IC가 탑재된 제품의 2015 CES 전시 동영상 및 2015 IFA 관련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E3JtiPE_AlU 

https://www.youtube.com/watch?v=pUA99hQ24r4 

http://www.androidcentral.com/lenovo-unveils-yoga-tab-3-and-tab-3-pro-if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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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하이딥 관련 기사 및 정보> 

 

1. 2015년 9월 3일 KBS 인터넷 기사 "[경제 속 풀이] ‘기술 블랙홀’ 중국, 우리 

기업 ‘비장의 무기’는 있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0865&ref=A 

 

2. 2015년 1월 1일 KBS 9시 뉴스의 특집 코너 "2015 경제환경급변.. 한국 경제 

파고 넘으려면” 중 (주)하이딥 내용 참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4482&ref=A 

 

3. 2013년 9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의 개관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고범규 

대표이사의 "벤처기업 성공사례" 참고 

http://www.ustream.tv/recorded/38281741 

 

4. 2013년 1월 29일 KBS 9시 뉴스 이슈&뉴스 코너의 "한국경제 신 성장동력이 

없다 - 성공을 부르는 창업신화" 편에 방영된 (주)하이딥 내용 참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

13.01.29&SEARCH_NEWS_CODE=2604793 

 

5. ㈜하이딥 고범규 대표이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세계 최초로 DMB를 개발한 인티그런트의 창업자로 미국 ADI에 178MUSD에 

매각) 

 

 

 

첨부 : MEN WANTED 놀라운 비행의 모집 공고 1부. 끝. 

 

 

 

㈜하이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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