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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국내 최초의 메시징 서비스 전문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모바일 솔루션/서비스&스마트카 SW를
포괄하는 Total 솔루션·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아이엑셀(iAccel)은 인포뱅크 내부 6개 독립 사업부 중 하나로서 지난 26년간 다양한 신규 사업 및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와 컴투스, 아스타 등 IPO 진출 경험을 필두로 우수한 창업 팀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투자 현황

* 전체 포트폴리오사의 총 기업 가치는 3자 거래가 기준으로 실제 기업 가치는 더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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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고유 계정 투자 : 최소 5천만원 ~ 최대 5억 원

 투자 기업의 사업 성장이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

 펀드 계정 투자 : 평균 3억원 규모 투자(최대 10억원 투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Seed/Early stage 기업에 투자한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신 사업에 투자한다.

 전 분야의 걸쳐 투자 검토 및 투자 결정

31%

소프트웨어

19%

ICT서비스

18%

일반제조

16%

물류/유통

11%

헬스/바이오

3%

문화콘텐츠

2%

스마트디바이스

 전체 투자 기업 중 77%가 창업 3년 이내 극초기 기업

77%

3년 이내

20%

7년 이내

3%

7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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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성공 사례

IPO 성공 사례

컴투스
(1998년 투자)

아스타
(2013년 투자)

IPO 준비 중

스프링클라우드
(2017년 투자)

크라우드웍스
(2018년 투자)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

퀄리타스반도체
(2018년 투자)

포지큐브
(2018년 투자)

에이치투
(2021년 투자)

웨인힐스벤처스
(2020년 투자)

아기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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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여
미래 유망 창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극초기 기업에게 충분한 Runway 제공

평균 3억원 투자

최대 7억원 지원

상위 팁스 운영사의 딜소싱 3단계 퍼널(Funnel)

인포뱅크 성공 전략 (Success formula)

투자조합

창업 극초기 기업

M&A

성장 기업
사업다각화 기업

A&D
1,000건

Exit

이상

•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과의 연계 노력

500개사

이상
30개사

TIPS
*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딜소싱 채널 확보

후속투자
IP&Biz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 성장 기업과의 합병 또는 A&D 이후
상장 통한 Exit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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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지난 26 년간의 IT벤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화/기술 개발/특허 경영 등 창업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Biz 액셀러레이터

04

02
투자 유치 IR day

- Lunch 2.0, iAccel Camp,
- iAccel C-day, iAccel IR day,
- iAccel Stickiness

iAccel Scal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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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essage, iMotors, iBiz, iTechEX,
iPlatform, iAccel
- 투자기업하고의 Biz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한 성장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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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샌프란시스코 진출 지원
-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

iAccel Global

- 인포뱅크의 투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투자 유치 전략 공동 수립
- IR Pitch deck 및 피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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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AC, VC, 투자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및 보육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마련하는
공동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네트워크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인터베스트
아주IB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비티씨인베스트먼트등
50여개 후속투자 VC
분야별전문가그룹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투자

보육공간

전산업분야를아우르는외부전문가

서울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40여명이상보유

서울창업디딤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특허, Tumbler, 폴라리스,

삼양화학그룹(드리움),양재AI허브등

인텔렉추얼스톤와긴밀한협력,
서울대NCIA랩개발지원등

팁스운영사 협력
서울대기술지주, Primer, 액트너랩,

공공기관및창조경제혁신센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빅뱅엔젤스, 더벤처스,

창업진흥원, 경기과학기술원

플랜에이치벤처스, 씨엔벤처파트너스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보증기금, 양재AI 허브
벤처기업협회, 서울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팁스 협력기관
서울/경기/대구/인천/대전/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등

크리스탈지노믹스, 우정바이오, 젠엑시스
서울대기술지주, 서울산업진흥원, 더넥스트랩,
한국핀테크지원센터등

주요대학기술지주사및산학협력단

서울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
성균관대산학협력단, 광운대산학협력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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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다양한 딜소싱 채널을 통한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투자하고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Biz& IP 액셀러레이팅,
6개 독립사업부하고의 Biz 매칭 및 취약 부분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M&A, IPO 가능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Lunch 2.0

EXIT
후속 투자 및 성장 지원

iAccel Camp

iAccel C-Day

iAccel IR Day

iAccel Stickiness

전방위 지원
BIZ & IP 액셀러레이팅
TIPS 프로그램 지원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모집

iAcce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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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하드웨어, 모빌리티 등 분야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 Big Data

Hardware

Mobility

Biomedical /Healthcare

Entertainment

Marketing / Platfor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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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여
미래 유망 창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 전체 포트폴리오사 중

(최대 7억원 지원)
인포뱅크 TIPS 선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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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약 600평 규모의 사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창업 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 이외, 휴게실, 수면실, 탕비실, 옥상정원, 회의실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팀 전용 업무 공간 ]

[ 휴게실, 수면실, 탕비실, OA시설, 옥상정원, 회의실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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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12층)

감사합니다.

Infobank.net
Startup@infobank.net

Startup@infoba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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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tartup@infobank.net

660,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 031-628-1500 / F. 031-628-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