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또 다른 세상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경영,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대출서류 구비를 위해 보냈던 하루,

해외 거래처를 알아보기 위해 무작정 떠난 출장,

우리 기업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

헤매던 사이트들…

사장님! BOX를 여십시오.
기업, 해볼 만 하실 겁니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기업수익 성장률 4배 증가

수출 가능성 3배 증가

직원 1인당 수익창출 2배 증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 3배 증가

고용증가율 6배 증가 등 재무성과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출처) Deloitte, 2018 미국소기업분석보고서(Connected Small Businesses US report)

지금껏 없었던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

BOX는 Business Operation eXpert의 약자로

기업 경영지원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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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 보여주고, 

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숨은 가치까지 찾아내

Business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금융기관별 계좌 및 거래내역 조회

· 자금현황 파악이 가능한 일/월간 재무리포트

·  특이거래 알림 서비스로 금융사고 예방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기능까지 가능한

자금관리 & 재무브리핑

· 거래처 명함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공

·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거래처 발굴

· 플랫폼 내 간편 명함 교환 등

 기업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업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특화된 명함 서비스

비즈니스라운지

그 외

무료로 사용가능한 직원관리 서비스, 근태관리

사내에서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한눈에, 뉴스스탠드

양질의 주제별 비즈니스 매거진을 구독 · 발행 가능한 기업매거진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우리회사에 딱 맞는 정책자금 추천

· 세심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One-stop 추천서등록 및 대출신청

정책자금 BOX

· 아이디어를 쉽게 상품으로 제작

· 새로운 거래처 확보

· 우리회사의 상품/기술 무료홍보 기회 제공

생산자네트워크 BOX

· 방문이 필요 없는 사업자 비대면 대출

· 2시간 내 대출 가능여부 결정

 (필요시 영업점 대출 상담 지원)

대출 BOX

주요 서비스 기본 서비스

그 외

통관절차 확인, 해외 바이어 매칭, 신용도 조사가 다 되는 해외판로개척 BOX

신규 거래처가 불안하셨죠? 거래처의 신용도를 볼 수 있는 거래처모니터링 BOX

부동산 실거래가를 비교 · 확인할 수 있는 기업부동산 BOX 등 기업경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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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CEO인 기운찬 대표는 

BOX에서 제공하는 

일일 재무리포트로 

자금현황을 파악하고, 

타임라인과 위젯을 통해 

하루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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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BOX에서 제공하는

근태관리 서비스를 통해

당일 근무인원 및 주 52시간

근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출장/휴가 인원을

파악합니다.

최근 업무영역을 확장한

A회사는 새로운 인력 채용을 

위해 지난주 채용 BOX에

공고한 구인게시물의

이력서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공장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부동산 BOX에 접속하여

주변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알아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던 기운찬 대표는

정책자금 BOX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간편 이용 가이드

개인 회원가입 :
휴대전화인증 or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접속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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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직원초대 및 등록 직원 권한 설정

BOX스토어회사 관리

권한이란?

총괄관리자 BOX 내 모든 기능을 사용가능한 직원

관리자 일부기능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사용자 기본기능 접근권한만 보유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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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
제휴

CUSTOMER
고객

BOX
플랫폼+ =

고객창출 · 고객만족 · 고객공유 ·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제휴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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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서비스

플랫폼 수수료 ZERO
BOX는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 및 다양한 혜택
투자, 컨설팅, 금융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홍보
BOX를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ABC원칙

제휴원칙

BOX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구성원에 관련된 서비스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BOX Partners : developer.ibkbox.net 고객센터 : 02-729-7633, boxpartner@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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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분야

BOX플랫폼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솔루션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금융과 연계되어 파트너사의 기업 솔루션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솔루션

BOX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AI, BigData, VR, IoT등 BOX와 함께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찾습니다.

기술 제휴

BOX플랫폼은 기업과 기업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CEO를 위한 다양한 추천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임직원 교육·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안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업금융 일자리 상품추천 쇼핑몰관리

기업네트워크 교육 기업홍보 B2B몰

기업관리 해외판로 재무/회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3625호(2019.07.24)  게시기한 : 2020.07.15  출급번호 : EV493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
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
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웹사이트 : www.ibkbox.net

BOX고객센터 : 02-729-7633, ibkboxhelp@ib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