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상시채용

Server Engineer   Android Engineer

iOS Engineer        Web Front-end Engineer   



Finding You, The Fine Answer, BANKSALAD

고객과 금융의 접점에서 ‘데이터 중심의 금융(Data Driven Finance)’ 실현을  
함께 할 뱅크샐러드의 신입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2배 이상 폭풍 성장하는 뱅크샐러드에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Data Economy 시대"를 선도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가는 뱅크샐러드, 당신의 커리어에 임팩트를 만들어드립니다. 

Android Engineer 
Server Engineer 
iOS Engineer 
Web Front-End Engineer

별도 모집기간은 없으며,  
상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About  
Banksalad

Position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s://career.banksalad.com/

https://blog.banksalad.com/tech/

https://career.banksalad.com/
https://blog.banksalad.com/tech/
https://career.banksalad.com/
https://blog.banksalad.com/tech/


Android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팀원과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Android 서비스 feature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뱅크샐러드 Android 앱 성능과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Android platform best practice를 활용하여 양질의 코드와 서비스 feature을 구현합니다.

자격요건

• Android platform 및 Kotlin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실 개발 경험 기반 고객 경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UX/UI 구현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비동기 관점에서의 Reactive Programming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nimation 구현이 가능하신 분 
• Data Driven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서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 Android 외에도 데이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신 분 
•하나 또는 다수의 앱이 현재 Google Play 에 등재되어 계신 분https://bit.ly/2DqTm3K

지원하기

https://bit.ly/2DqTm3K
https://bit.ly/2DqTm3K


Server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및 클라이언트 개발자와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서버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비스 확장성, 안정성, 완결성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코딩 Best Practice에 따라 코드 리뷰를 진행합니다. 
• 신규 기술 및 툴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토대로, 뱅크샐러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격요건

• Golang/Java(Kotlin)/Python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한 서비스 설계 및 개발 경험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근인 분석 및 해결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클라우드 플랫폼 (예. AWS) 활용이 가능하신 분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 Data Driven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서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서버 개발 외 데이터, 모바일 등 플랫폼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앱 서비스 창업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https://bit.ly/3gSj4Mb 

지원하기

https://bit.ly/3gSj4Mb
https://bit.ly/3gSj4Mb


iOS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및 클라이언트 개발자와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iOS 서비스 feature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뱅크샐러드 iOS 앱 성능과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iOS platform best practice를 활용하여 양질의 코드와 서비스 feature을 구현합니다.

자격요건

• Swift 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 iOS 및 Apple의 디자인 철학 및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도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 실 개발 경험 기반 iOS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UX/UI 구현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비동기 관점에서의 Reactive Programming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nimation 구현이 가능하신 분 
• iOS 외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신 분 
•하나 또는 다수의 앱이 현재 Apple Store에 등재되어 계신 분

https://bit.ly/32MazgB

지원하기

https://bit.ly/32MazgB
https://bit.ly/32MazgB


Web Front-End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팀원과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  
이에 적합한 Front-end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행합니다. 

• 서비스 확장성, 안정성, 완결성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Front-end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신규 기술 및 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뱅크샐러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용합니다. 
• 다양한 툴을 활용하여 뱅크샐러드 Front-end 서비스 성능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코딩 모범 사례 및 Best Practice을 도입하여 코드 리뷰를 수행합니다.

자격요건

• Reac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배포 경험  
• HTML, CSS, JavaScript에 대한 이해도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근인 분석 및 해결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 Flux/Redux 등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앱 서비스 창업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

https://bit.ly/32KUJTy

지원하기

https://bit.ly/32KUJTy
https://bit.ly/32KUJTy


2020 상시채용

Server Engineer   Android Engineer

iOS Engineer        Web Front-end Engineer   



Android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팀원과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Android 서비스 feature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뱅크샐러드 Android 앱 성능과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Android platform best practice를 활용하여 양질의 코드와 서비스 feature을 구현합니다.

자격요건

• Android platform 및 Kotlin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실 개발 경험 기반 고객 경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UX/UI 구현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비동기 관점에서의 Reactive Programming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nimation 구현이 가능하신 분 
• Data Driven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서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 Android 외에도 데이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신 분 
•하나 또는 다수의 앱이 현재 Google Play 에 등재되어 계신 분https://bit.ly/3bp7W8k

지원하기

근무환경

근무형태 
6개월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有) 

근무시간  
월~금 주 40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지 
서울 여의도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9층) 

급여  
월 2,000,000 원 (세전)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 반영하여  
상향 조정 가능성 有

https://bit.ly/3bp7W8k
https://bit.ly/3bp7W8k


Server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및 클라이언트 개발자와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서버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비스 확장성, 안정성, 완결성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코딩 Best Practice에 따라 코드 리뷰를 진행합니다. 
• 신규 기술 및 툴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토대로, 뱅크샐러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격요건

• Golang/Java(Kotlin)/Python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한 서비스 설계 및 개발 경험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근인 분석 및 해결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클라우드 플랫폼 (예. AWS) 활용이 가능하신 분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 Data Driven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서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서버 개발 외 데이터, 모바일 등 플랫폼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앱 서비스 창업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https://bit.ly/35aAYr0

지원하기

근무환경

근무형태 
6개월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有) 

근무시간  
월~금 주 40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지 
서울 여의도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9층) 

급여  
월 2,000,000 원 (세전)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 반영하여  
상향 조정 가능성 有

https://bit.ly/35aAYr0
https://bit.ly/35aAYr0


iOS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및 클라이언트 개발자와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개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iOS 서비스 feature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A/B testing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산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feature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 뱅크샐러드 iOS 앱 성능과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iOS platform best practice를 활용하여 양질의 코드와 서비스 feature을 구현합니다.

자격요건

• Swift 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 iOS 및 Apple의 디자인 철학 및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도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 실 개발 경험 기반 iOS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UX/UI 구현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비동기 관점에서의 Reactive Programming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nimation 구현이 가능하신 분 
• iOS 외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신 분 
•하나 또는 다수의 앱이 현재 Apple Store에 등재되어 계신 분

https://bit.ly/3hSAQQF

지원하기

근무환경

근무형태 
6개월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有) 

근무시간  
월~금 주 40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지 
서울 여의도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9층) 

급여  
월 2,000,000 원 (세전)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 반영하여  
상향 조정 가능성 有

https://bit.ly/3hSAQQF
https://bit.ly/3hSAQQF


Web Front-End 
Engineer

주요업무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팀원과의 협력을 토대로 feature의 목적을 이해하고 ,  
이에 적합한 Front-end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행합니다. 

• 서비스 확장성, 안정성, 완결성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을 토대로 Front-end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 신규 기술 및 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뱅크샐러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용합니다. 
• 다양한 툴을 활용하여 뱅크샐러드 Front-end 서비스 성능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코딩 모범 사례 및 Best Practice을 도입하여 코드 리뷰를 수행합니다.

자격요건

• Reac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배포 경험  
• HTML, CSS, JavaScript에 대한 이해도 
• CS Fundamental (자료 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근인 분석 및 해결 능력 
•고객 경험 중심의 협업 능력 및 다양한 부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조건

• Flux/Redux 등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앱 서비스 창업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

https://bit.ly/3lNr8kN

지원하기

근무환경

근무형태 
6개월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有) 

근무시간  
월~금 주 40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지 
서울 여의도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9층) 

급여  
월 2,000,000 원 (세전)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 반영하여  
상향 조정 가능성 有

https://bit.ly/3lNr8kN
https://bit.ly/3lNr8kN


Contact us recruit@rainist.com
02-377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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