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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메시징 서비스 전문 코스닥 상장기업

모바일 솔루션/서비스 & 스마트카 SW를 포괄하는 Total 솔루션/기술 보유 기업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6월, 독립사업부서 주체로 스타트업으로서
재창업 선포

기업형 엑셀러레이터로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창업팀 발굴 , 육성 및 지원

벤처동업가 모임 + IT/SW 벤처 파트너십 체계로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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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 SW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집합체

(용기 있는 인재분들 모두 주목!)

스타트업/사내벤처 등 신사업 추진 적극 지원

(사내 스타트업 – 잘 되면 스핀오프!)

<Infobank 영입약속>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IB의 사업과 삶을 즐기는

벤처기업가의 모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수평적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을 중시하겠습니다.

2.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사내벤처제도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IB에서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진출 GO~GO!

(컴투스/쏘카 등 – 선배님들 사례 수두룩!)

2022년 전문연구요원 모집 :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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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에서 자유롭게 창업하세요!

* IB Venture = 창업의 리스크, 어려움, 리턴을 회사와 공유

내부 + 외부팀 = 린스타트업!

단계별로 각 5,000만원 한도 투자

벤처동업가 모임 + IT/SW 벤처 파트너십

3 + 3 + 3개월 Go or Stop? , 분사 or 합병?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의 장!

3개월 단위마다 평가 진행

3개월 마다 5,000만원 투자! 총 1억 5천만원

벤처동업가 + 벤처파트너십

3 + 3 + 3개월

단계별 투자

“만들기 – 측정 – 학습＂순환 모델

린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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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ank 전문연구요원 채용공고

병역지정업체정보

업체명 인포뱅크(주) 서비스기술연구소

업종 중견기업부설연구소 전화번호 031-628-1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60 유스페이스1 A동 1201호

홈페이지 www.infobank.net

근무조건

지원형태 현역 고용형태 전문연구요원

모집인원 1명 전직자 채용가능 네

자격요원 신입/경력
군사훈련교육

100% 이상
소집기간 급여

최종학력 석사 이상 전공계열 공학계

담당업무 연구개발(SW개발) 급여조건 면접 후 결정

근무형태 주 5일 / 40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09:00 ~ 18:00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DB형) 중식 제공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모집기간 채용시 선착순 마감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Join@infobank.net) 

전형방법 서류검토 > 1차면접(실무) > 2차면접(임원) > 최종합격

제출서류
[필수] 이력서/자기소개서
[선택-우대사항] 사업제안서(아이디어 기획서)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http://www.infobank.net/
mailto:Join@infoba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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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ank 비전



iMessage (대표:홍승표)

# OTT 챗 메시지 , 챗봇

IB

Infobank 사업부서 소개

# 비즈챗 솔루션 , AI 컨택트 센터

# 메시징 서비스 : SMS RCS

iMotors (대표:김인상)

# 스마트카 솔루션(AVN/Telematics)

#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

# 안면인식 솔루션

# 경영전략 : 대외/대관 , 홍보 , 특허 , 재무회계 , 법무 , 인사

# 투자사업 : 인큐베이션 , 엑셀러레이션 , TIPS , 개인투자조합 , IB벤처

iAccel(대표:홍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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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ank 사업부서 소개

iPlatform (대표:김형도)

# 미디어 신사업

# 스타트업 R&D 파트너십 서비스

iBiz (대표:최재호)

# 모바일 금융 SI&SM

# 방송 MO

iTechEx (대표:김호일)

# 시스템 관리 사업

# 모바일 금융 서비스 개발

# IT 서비스 운영 , 정보 보호 , 데이터 기술

# 비대면 금융서비스(굿페이퍼)

# 방송참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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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ank 복리후생

보상/수당/
지원

- 4대보험
- 퇴직금
-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 명절 선물
- 각종 경조금
- 직무발명보상금
- 인력추천보상금
- 자기계발비
- 체력단련비

휴무/휴가

- 팀별/직무별
유연근무제

- 주 5일 근무제
- 연차
- 경조휴가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사내시설

- 휴게실
- 웰컴라운지
- 탕비실
- 회의실

생활편의
여가행사

- 사내동호회 운영
- 출근 셔틀버스

운행
- 사업장 건강검진
- 휴양시설 지원
- 창립일행사
- 워크샵
- 중식 제공
- 간식 제공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연차 사용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디어 창출!

자기계발비
무한 지원~

대명/롯데리조트 등
기분전환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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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ank Contact Us

담당자 iAccel 경영전략팀 HR파트 이서영 메일문의 join@infobank.net

연락처 031-628-1700 팩스번호 031-628-1801

홈페이지 https://www.infobank.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Ibmember

◆ 문의처

mailto:join@infobank.net
https://www.infobank.net/
https://www.facebook.com/groups/Ibm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