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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주요연혁

브이픽스메디칼은 KAIST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초소형 생체 현미경을
개발하여 차세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보이지 않는 암 위협에 대한 새로운
시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브이픽스메디칼의 비전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브이픽스메디칼 설립

중소기업벤처부 TIPS 프로그램 선정

2018 SLUSH 헬싱키 100 선정 (국내 스타트업 5개 선정)

시리즈 A(25억) 투자 유치

존슨앤존슨이 후원하는 Medtech Asia pacific Top 20 선정

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장관상 수상,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황경민 대표, 2020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 선정

중기부 지정,‘BIG 3’ 분야 유망 스타트업 선정

2016.

2017.

2018.

2019.

2020.

www.vpixmedical.com

• 브이픽스메디칼은 기존의 조직 병리를 위해 수행해왔던 조직 슬라이드 준비
과정을 생략하여 어디에서나 (Everywhere), 누구나 쉽게 (Everyone) 장비를
사용하여 조직 이미지를 획득하고 병리 전문의와 연결하여 (Easy & Remote)
원격 진단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의료 영상 장비 “디지털 생검 장비 (Digital biopsy Tool)”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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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픽스메디칼은 레이저 기반의 고해상도 현미경을 직경 복강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로 초소형화 시킬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스타트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레이저 현미경

기술

초소형화

@ Carl Zeiss, 
GmbH 

프로브

in vivo 이미징

프로브

복강경

2 mm

브이픽스’s 
초소형 현미경

프로브

직경 2.6 mm

국내 유일
HD급 고해상도

현미경 프로브 제작

MEMS 레이저 스캐너 기반
초소형 현미경 프로브

이미지 프로세싱 SW & 
알고리즘

자체 ISP 개발
Single/Multicolor 광학계

초소형 (지름 2.6 mm 이하) 및
HD급 화질 및 실시간 이미징 프로브

ISP 및 3파장 2PMT 소형 광학계
자체 개발 및 Tabletop 본체 HW

리사주 패턴 이미지 복원 및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전임상/임상 데이터 베이스

국내 상급/종합 병원 협력 기반
풍부한 임상 데이터 축적 진행 중

VPIX Medical 의 핵심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프로브 기반 HW 및 고화질 이미징 알고리즘 기술

 카이스트특허전용실시권확보  국내외원천기술특허확보  시제품제작완료  IRB 승인후시험중

• 기계, 전자, 알고리즘, SW, 광학, 바이오 등 다방면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내외 특허 11건)

팀

석/박사 급의 우수 연구진

박사 석사 학사 합계

대표이사 1 - - 1

경영기획 - - 2 2

R&D 4 4 3 11

인허가 - 1 1 2

소계 5 5 6 16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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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문 인허가

인원현황 (부문 – 학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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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갖는 사람

인재 상

조직 문화

Visionary

 전문성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Professional

• 소통은 수평적으로, 업무는 수직적으로
- 호칭은 ~ 님으로 통일합니다.
- 존중의 말과 배려하는 행동으로 상호 존중합니다.
-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 분위기는 자유롭게, 업무는 명확하게
- 복장 자율! 추리닝 OK. 슬리퍼 OK
- 근무 중 휴식은 자유롭게, 하지만 업무 due 는 꼭 지켜야죠.

•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책임감 있게
-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Interactive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를 확장 시키고 성장하는 사람

eXtensive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팀워크를 발휘하고 시너지를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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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엔지니어 (0 명)

채용

• 담당업무
- 초소형 레이저 현미경 운용 SW 개발

• 지원 자격
- 경력 무관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팀장들이 있어요) 
-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

• 전공 학과
- 컴퓨터/시스템 공학과
- 전기 전자 공학과
- 전산학과
- 기계 공학과
- 기타

• 우대사항
- Visual C ++
- MFC
- OpenCV 활용 가능
- 머신 비전 및 영상처리 응용 SW 개발 경험
- AI/ Deep learning 개발 경험

• 급여 조건
- 회사 내규, 별도 협의

채용 절차
서류 접수
/현장 접수

면접
건강
검진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실무 프로젝트
소개 위주

1. 기술 면접
실무 프로젝트 소개
(PPT 준비 추천)

2. 인성 면접

채용 건강 검진
결과 서류 제출
(3달 이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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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427번지, 신문룡 빌딩 5층

(2021년 여름에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 근무시간
- 9 시 ~ 6시

• 복리 후생
- 4대보험 가입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퇴직연금보험제도 운영
- 연 1~2회 성과 인센티브 지급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입 기업
- 명절선물, 생일 선물
- 교육비, 교재비 지원
- 간식 제공
- 매달 바뀌는 랜덤 복지 문화 (매달 아이디어를 받아 추첨해요)

(예시) 10월 100번째, 200번째 출근 자 5만원 지급, 5일 연속 운동한 사람 커피 쿠폰 지급 등

-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브이픽스메디칼에 들어오셔서 멋진 복지 제도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 문의
- contact@vpixmedical.com
- 070-4366-6116
-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mailto:contact@vpixmedi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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