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normalize AI.



About Gauss Labs
Gauss Labs는 2020년 8월, 실리콘밸리와 서울에 설립된 산업 AI 스타트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AI를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에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의 여정을 진행 중입니다.

SK그룹의 첫 AI 전문 기업 ‘가우스랩스’를 가다

산업 AI는 거대한 블루오션, 세계 1위 다질 것

Enterprises more efficient,
machines more intelligent,

humans more human.

뉴스 속 가우스랩스

https://news.skhynix.co.kr/2482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5288819b


Our Mission

우리는 SK 그룹의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High-impact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조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용 AI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The world's most trusted industrial AI innovator”



How
We Work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현존하는 AI 기술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우리만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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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auss Labs

World’s Best Team�
분야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합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최고의 인재에 걸맞는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고 또 유지합니다.

우리의 팀은 아직도 진화중입니다. Gauss Labs에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만 있습니다.



Gauss Labs는 Gaussian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

Benefits
Why Gauss Labs

자기계발비
연 200만원 지급

ON/OFFLINE 교육,
세미나 무제한 지원

Books of the Months
선정된 도서 전원 지급,

누구나/어떤 분야든 제안 가능



Gauss Labs는 Gaussian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Benefits

인당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지원
본인 포함 총 2인까지

휴양지 임직원 할인본인 외 가족 구성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Why Gauss Labs



더 좋은 복리후생을 위해 Gauss Labs는 지금도 발전 중입니다.

Gauss Labs는 Gaussian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마련합니다.

Benefits

신뢰에 기반한 재량 근로환경,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시간과 장소는 자유

식비, 교통지원비,
(직무에 따른) 통신비 지원

업무용 최적 장비 구매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기본,
그 외 장비는 언제든 제안 가능)

Why Gauss Labs



Gauss Labs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최고의 동료를 찾습니다.

How to Become a Gaussian

Interview process

Application
Review

Phone
Interview

On-site
Interview

Reference
Check Offer

*인터뷰 절차는 진행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elp

Gauss Labs Official Web Site

Gauss Labs Career Page

Gauss Labs LinkedIn

Talent Acquisition Team (recruiting@gausslabs.ai)

https://gausslabs.ai/
https://gausslabs.ai/careers
https://www.linkedin.com/company/gauss-labs-ai/my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