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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osophy
고객이 더욱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NEXTLab은 Human과 Technology에 대한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꿈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혁신적인 자동화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사람만이 고민할 수 있는 더욱 가치있는 고민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MG

그리고 고객들이 NEXTLab의 솔루션을 즐겁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용자경험
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NEXTLaber들과 함께 여러분의 업무를 혁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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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1.3가지 기술 설명

㈜넥스트랩은 UI/UX Engineering 분야에서 취득한 원천특허기술 바탕의 최신 S/W 및 H/W 기술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
로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영상처리 및 기계학습기반의 자동화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개념을 적용한 스크립트기반 테스트/프로세스 자동화기술

IMG

- 영상처리 및 기계학습기반의 자동화 :
machine learning 키워드 검색결과 참조
- 체감품질 정량화 : 사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요소들의 정량화를 의미하며,
smart home 키워드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가족 및 구성원들

- 고속카메라 혹은 캡처보드로 획득한 영상의 분석 및 자동학습기술
- 실시간 영상처리 및 학습기술

이 IT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모습과 유사한
느낌의 이미지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 데이터 시각화 :
https://www.smartdatacollective.com/cha

체감품질(QoE) 정량화

IMG

- 획득한 영상에서 Object의 프레임간 물리량 변화를 근거로 한 체감품질 정량화기술

llenges-company-overcome-to-succeeddata-mining/ 페이지 상단 이미지

- 영상데이터와 센서데이터간의 동기화 수집기술

*다른 이미지와 다르게 아이콘 타입 추천

데이터 시각화

IMG

- BI(Business Intelligence)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시각화기술
- Human Error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손쉽고 즐겁게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UX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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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2018.07 : 본사 확장이전 (서울 서초구 JS빌딩)

<참고 페이지>
https://elearninginfographics.com/briefhistory-instructional-design-infographic/

2018.05 : IPTV 셋탑박스 자동화 품질측정 플랫폼 개발수주 (SK테크엑스)
2018.03 : Smart Factory용 솔루션 개발 및 납품을 위한 MOU체결 (Pungkook Corporation)
2017.10 : 수출성공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기업화지원사업(KOTRA) 참여기업 선정
2017.10 : IPTV 셋탑박스 자동화 품질측정 플랫폼 개발수주 (SK브로드밴드)
2016.12 : 로봇기반 스마트폰 Force Touch 자동평가솔루션(BeyondTest TSD) 납품 (LG전자 MC사업본부)
2016.06 : 딥러닝기반 자동차 제동시스템 최적화시스템 개발수주 (현대오트론)
2016.05 : 병역특례업체(전문연구요원) 선정
2015.08 : 자동차 ECU Calibration 및 Monitoring시스템 개발수주 (현대오트론)
2015.05 : IPTV 셋탑박스 체감품질 정량화 평가기술 R&D수행 (SK텔레콤)
2015.03 : 로봇기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자동화 품질테스트솔루션(BeyondTest TSD)개발 및 납품(LG전자 VC사업본부)
2014.07 : 본사 확장이전 (서울 서초구 성해빌딩)
2014.06 : 영상분석기반의 IPTV 방송품질 실시간 모니터링솔루션(BeyondTest STB)개발 및 납품(SK브로드밴드)
2014.02 : PLM기반의 단말 Lifecycle관리시스템 개발수주 (SK브로드밴드)
2013.10 : BeyondTest 납품 (LG전자 MC사업본부)
2013.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3.04 : 벤처기업인증
2012.10 : Black-Box기반 스마트기기 체감품질 자동화테스트솔루션(BeyondTest)개발 및 납품(LG전자 HE사업본부)
2012.07 : 주식회사 넥스트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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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s

SK Broadband

SK Telecom

SK TechX

LG전자

LG U+

풍국 코퍼레이션

HYUNDAI AUTRON

K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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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s
—

• Work with Us
NEXTLaber Passions
NEXTLab은 모집하는 직무와의 적합성 다음 3가지의 열정을 간직한 분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고객이 더욱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IMG

IMG

IMG

새로운 가치창출에 열정적인 사람

기술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소통에 열려있는 사람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새로운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것에 가슴 뛰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술에 거리낌이 없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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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Laber Benefits

1

Life

IMG

-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 매년 100만원 지원
- 경조사 지원 – 결혼축하(5일 휴가 및 결혼축하금 100만원)

1.혜택
-

Life

생활지원

-

Work

-

Health & Leisure 건강증진

-

Edu & Culture 교육 및 자기계발

근무환경

- 출산휴가(본인 90일, 배우자 5일)
- 위로휴가(직계 사망시 5일, 형제자매 사망시 3일)
- 명절 상여금 지급-년 2회(설날, 추석) 지급

Work
- 자율 출근시간제도(8시~10시)로 Work&Life Balance 지원

IMG

- 교통비 지원
- 팀데이 및 활동비 지원
- 음료 및 간식 상시 구비

Health & Leisure

IMG

- 정기 건강 진단
- 헬스, 수영 등 기타 비용 지원

Edu & Culture
- 교육수강비용 및 기타 자기계발 지원
- 도서구매비용 지원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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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Positions

1

1.모집 공고
-

∨

모집분야

모집인원

채용기간

모집분야 제목 표시

3

2018-07-09 ~ 2018-07-30

아코디언 방식 적용

모집 내용 표시

>

모집분야 제목 표시

2

2018-07-09 ~ 2018-07-30

>

모집분야 제목 표시

2

2018-07-09 ~ 2018-07-30

>

모집분야 제목 표시

2

2018-07-09 ~ 2018-07-30

• Propose Yourself
표시텍스트
지금 채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저희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검토 후 특별채용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추후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채용이 시작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입력항목
이름(텍스트), 지원분야(텍스트), 연락을 받기 희망하는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주소 텍스트),
이력서&경력기술서첨부(파일첨부, 최대 1개, PDF/ZIP, 최대 50MB), 기타내용 입력(TEXT AREA)
등록절차
등록완료 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박스 표시
등록한 이력서는 recruit@nextlab.co.kr로 메일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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