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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레이트 194 프로핏 664 런인베스트 136

바른핀테크 202 피플펀드컴퍼니 676 레몬클립 140

베네핏소셜 210 한국어음중개 702 머니랩스 178

비씨랩스 238 헬로핀테크 718 모자이크어드바이저리 188

비욘드플랫폼서비스 242 현대페이 720 바른기술 200

빌드온 260 3. 금융투자 뱅큐 208

스마트크라우드 290 고트레인 48 베라노스 212

시소플랫폼 316 데이터앤애널리틱스 94 블록크래프터스 230

어니스트펀드 354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120 스마트포캐스트 292

에이브로스 374 렌딩사이언스 144 스마트핀텍 294

와디즈 422 머니스테이션 180 아이퀘스트 340

위드펀드 448 모핀 190 얼터너티브자산운용 358

유니어스 456 빅트리 258 에멘탈 364

이지펀딩 480 씽크풀 328 예스스탁 412

일 496 에셋플러스자산운용 366 원랩 434

천사펀딩 526 에임 388 웰스가이드 442

케이디펀드 536 엠로보 404 인텔리퀀트 490

코리아펀딩 546 위펀딩 454 적시타 500

크라우디 572 콴텍 558 주피터코퍼레이션 508

크레파스솔루션 574 쿼터백자산운용 562 지엠씨랩스 514

키다리펀딩 576 쿼터백테크놀로지스 564 집펀드 522

타이탄인베스트 578 퀀타스틱 566 팀윙크 612

탱커펀드 580 크라우드베이스 568 파운트 614

테라핀테크 582 티클 606 팔백미터 620

투게더앱스 588 4. 자산관리 핀다 678

투디지트 592 뉴지스탁 68 한국금융솔루션 698

트리거파트너스 600 다크매터 76 한국포스증권 710

티페이정산 608 더문컴퍼니 82 5. 해외송금
팝펀딩 624 더재무컨설팅 88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54

펀디드 634 두물머리 108 블루팬넷 234



세넷시스템즈 266 7. 보안/인증 이지메이션 478

센트비 274 단솔플러스 78 인피니그루 494

스타레밋 300 더블체인 86 제노솔루션 502

에스비아이코스머니 370 더치트 90 제이투씨 506

와이어바알리 424 데이터유니버스 96 코리아엑스퍼트 544

유핀테크허브 460 디비체인 118 코인플러그 552

이나인페이 462 락인컴퍼니 132 토마토페이 586

인터콜 488 로움아이티 148 틸론 610

코인원트랜스퍼 550 리얼아이덴티티 160 패스싸인 626

프라부 662 리얼체크 162 포어링크 656

핀샷 682 민앤지 196 플라이하이 668

한패스 714 보임테크놀러지 220 한국스마트인증 700

6. 핀테크SI 블로코 224 한국전자인증 706

노매드커넥션 66 비트시스 250 8. 인슈어테크
마린소프트 168 비티웍스 254 두리 106

매너카 174 소테리아 278 디레몬 112

매드업 176 스텔스솔루션 304 라이프시맨틱스 130

발트루스트 206 스틸리언 306 레이니스트 142

부자앱컴퍼니 222 스파이스웨어 308 리치앤코 164

세인트블록 268 시큐어넷 322 마이뱅크 170

솔리드웨어 282 아톤 346 마인즈랩 172

스타트허브 302 알고리마 348 보맵 218

에이엔비코리아 380 업(판교에가면) 360 사고링크 264

엠투엠코딩 408 에이아이플랫폼 378 스몰티켓 296

위닝아이 446 에잇바이트 392 아이디엔소프트 330

이롬랩 464 엑슬란트플러스 394 아이지넷 336

인포소닉 492 엘핀 400 업데이터 362

투이컨설팅 596 오스랩스 414 에이치금융서비스 384

티모넷 602 웨이커스 438 에임스 390

퍼즐벤처스 632 이리언스 466 엠금융서비스 402

핀테크 686 이와이엘 474 웰그램 440



이브이케어 468 비즈플레이 246 크라우드웍스 570

인슈로보 482 비트코인센터코리아 252 토마토파트너 584

지인슈 518 빅밸류 256 파이언스 616

투비콘 594 소프트런치 280 퍼니피그 628

트라이월드홀딩스 598 스페이스워크 310 페르미 636

해빗팩토리 716 시스메틱 318 페르소나시스템 638

9. 가상통화 씰렛 326 페이레터 644

두나무 104 아이콘루프 338 페이퍼스 652

빗썸코리아 262 알디스금융시스템 350 포티투마루 660

스쿱미디어 298 앤톡 352 피노텍 674

오케이코인코리아 416 언더핀 356 핀마트 680

코인원 548 에스비씨엔 368 핀테크놀러지 688

플루토스디에스 670 에이브앱 376 핀투비 690

10. 기타 에이젠글로벌 382 희남 726

4차혁명 40 연커뮤니케이션 410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44 올링크 418

공감랩 50 우디 432

끌림이노베이션 58 원투씨엠 436

널앤서 60 웹케시 444

닉컴퍼니 70 위즈도메인 452

데이터히어로 98 유스비 458

딥서치 124 이비카드 470

딥픽셀 126 이음크리에이티브 476

로니에프앤 146 제이씨원 504

메디펀 182 지속가능발전소 512

몬저 192 천명소프트 524

바람직 198 체인지포인트 528

바름 204 카사코리아 532

벨소프트 214 코코아 554

보난자팩토리 216 콰라소프트 556

블루바이저 232 쿠콘 560



[핀테크 서비스 기술별 INDEX1)]
1. 블록체인 에이아이플랫폼 378 디에스솔루션즈 122

글루와 56 엠로보 404 라이프시맨틱스 130

널앤서 60 오케이코인코리아 416 런인베스트 136

노매드커넥션 66 와이온 426 레이니스트 142

다크매터 76 웨이커스 438 로니에프앤 146

더문컴퍼니 82 이롬랩 464 로컬플랫폼랩 150

더블체인 86 이오랩인터내셔널 472 마린소프트 168

두나무 104 이음크리에이티브 476 머니스테이션 180

디렉셔널 114 인텔리퀀트 490 몬저 192

디비체인 118 일 496 바른기술 200

메디펀 182 주피터코퍼레이션 508 바름 204

민앤지 196 직뱅크 520 뱅큐 208

바른기술 200 카사코리아 532 벨소프트 214

벨소프트 214 코인원 548 부자앱컴퍼니 222

블로코 224 코인원트랜스퍼 550 비즈플레이 246

블록젠 226 코인플러그 552 비트시스 250

블록체인소프트 228 크라우드베이스 568 빅밸류 256

블록크래프터스 230 투디지트 592 사고링크 264

블루팬넷 234 페이민트 646 소테리아 278

비씨랩스 238 포어링크 656 소프트런치 280

비트시스 250 하이브랩 694 솔리드웨어 282

빗썸코리아 262 현대페이 720 스마트핀텍 294

세인트블록 268 2. 빅데이터 스피너미디어 312

소테리아 278 4차혁명 40 시루정보 314

스타트허브 302 고트레인 48 시스메틱 318

시큐어넷 322 공감랩 50 시큐어넷 322

씰렛 326 노매드커넥션 66 씽크풀 328

아이콘루프 338 데이터유니버스 96 아이씨비 334

알고리마 348 데이터히어로 98 아이지넷 336

언더핀 356 데일리금융그룹 100 아이퀘스트 340

얼터너티브자산운용 358 데일리펀딩 102 앤톡 352

1) [핀테크 서비스 기술별 INDEX]는 핀테크 서비스·제품 기술 중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기업 기준으로 편람 수록 기업 전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술별 기업 중복이 있을 수 있음



어니스트펀드 354 투디지트 592 머니스테이션 180

에셋플러스자산운용 366 트라이월드홀딩스 598 민앤지 196

에스비씨엔 368 팀윙크 612 부자앱컴퍼니 222

에이브로스 374 파운트 614 블루바이저 232

에이아이플랫폼 378 파이언스 616 비씨랩스 238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
션 386 팜코브 622 비트시스 250

엔에이치엔페이코 398 퍼즐벤처스 632 사고링크 264

엠로보 404 플라밍고 666 센디 272

연커뮤니케이션 410 피노텍 674 소테리아 278

웰그램 440 핀마트 680 소프트런치 280

위즈도메인 452 핀크 684 솔리드웨어 282

위펀딩 454 핀테크 686 스마트핀텍 294

유스비 458 핀투비 690 스텔스솔루션 304

이나인페이 462 한국금융솔루션 698 스페이스워크 310

이오랩인터내셔널 472 한국어음중개 702 시루정보 314

이음크리에이티브 476 한국포스증권 710 시스메틱 318

인슈로보 482 해빗팩토리 716 씽크풀 328

인터버드 486 3. 인공지능(AI) 아이비케이시스템 332

인텔리퀀트 490 노매드커넥션 66 아이지넷 336

인피니그루 494 데이터히어로 98 아이퀘스트 340

잔다 498 데일리펀딩 102 언더핀 356

적시타 500 드림앤하비 110 업(판교에가면) 360

집펀드 522 디레몬 1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366

카고뱅크 530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
용 120 에스비씨엔 368

카카오페이 534 딥픽셀 126 에이아이플랫폼 378

콴텍 558 라이프시맨틱스 130 에이젠글로벌 382

쿠콘 560 런인베스트 136 에임스 390

퀀타스틱 566 로컬플랫폼랩 150 엠로보 404

크라우드웍스 570 마린소프트 168 연커뮤니케이션 410

탱커펀드 580 마인즈랩 172 와이폴라리스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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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지트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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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1) 핀테크 산업의 발전

▶ 핀테크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반의 
금융혁신을 일컫는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핀테크가 금융업의 혁신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글로벌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매년 국내 핀테크 기업수 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 및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 핀테크 산업은 2014년 말부터 금융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소규모 
ICT기업이 금융사의 서비스를 개별화(Unbundling)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공인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은행의 
계좌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만을 이용하여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가 
출현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중 특정 매장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규제의 완화 및 
등록 절차의 간소화 등에 힘입어 매년 핀테크 기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창립당시인 2016년 4월 109개 회원사에서 2019년 
10월 기준 총 328개 회원사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3배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핀테크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며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송금, 결제, 해외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수행했던 금융서비스 영역을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고도화된 ICT기술로 무장한 
핀테크라는 신생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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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야별 핀테크 산업 동향

    가. 송금/결제 

▶ 핀테크 중 지급결제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를 말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및 
모바일 카드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이체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 간편결제는 계좌정보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계좌이체와 같은 자금 
송금방식을 말한다. 기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으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 핀테크 기업은 주로 자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PG나, VAN사 등의 중계 사업자 
없이도 지급결제가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간편한 거래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전자금융사업자를 
옥죄던 개인 방화벽·키보드보안·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3종 세트 설치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제도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국내 
비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술을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하지만 간편결제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소비자 결제 패턴과 인프라 수준에 관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직되어 완화되기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개인정보 
보호법」사항은 17개 부처 38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규제 주체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 요구사항을 검토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최근 카드수수료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두드러지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신용카드 가맹점 협상력과 관련된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실시하고 이를 장려 중에 있다. 또, 금융위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 12월부터는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운영하며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산업을 장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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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현황1)2)

(일평균 기준)
 (천건,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이용건수 1,601 2,566 3,317 4,522 5,346 824 (18.2)
정보·통신
[온라인] 407 489 601 810 1,016 206 (25.4)

유통·제조 1,194 2,078 2,715 3,712 4,331 619 (16.7)
[온라인] 397 526 825 1,045 1,258 213 (20.3)

[오프라인] 797 1,552 1,891 2,667 3,073 406 (15.2)
∎이용금액 50,748 84,333 111,745 140,679 162,847 22,169 (15.8)

정보·통신
[온라인] 12,824 17,784 21,335 27,125 33,235 6,110 (22.5)

유통·제조 37,923 66,549 90,410 113,554 129,613 16,059 (14.1)
[온라인] 20,466 31,904 44,392 53,489 60,984 7,495 (14.0)

[오프라인] 17,457 34,645 46,019 60,065 68,629 8,564 (14.3)

주 : 1)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카드기반 간편결제에 한함(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 계좌이체 방식 등은 제외)
2)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간편송금서비스 이용 현황1)

 (일평균 기준)
(천건,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이용건수 472 913 1,191 1,619 2,181 563 (34.8)

전자금융업자 424 866 1,126 1,527 2,056 529 (34.7)

금융기관 48 47 65 92 125 33 (36.5)

∎이용금액 23,369 47,525 84,026 124,741 200,476 75,734 (60.7)

전자금융업자 20,574 44,697 79,396 116,717 187,901 71,185 (61.0)

금융기관 2,795 2,828 4,630 8,024 12,574 4,550 (56.7)

 주 : 1)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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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라우드펀딩/P2P금융

▶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주식상장과는 달리 창업기업이나 영화, 공연 등 문화콘테츠 
사업이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Funding)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 대출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보상 
방식에 따라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나뉜다.

▶ 기부형은 보상 없이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펀딩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서비스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기존 투자 방식과 
유사하며, 제도권 금융 및 엔젤투자 등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로로 적합하다.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라고 불리며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말 그대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핀테크를 논의할 때 크라우드펀딩과 별개로 P2P금융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중심으로 창업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금융개혁의 결실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제도가 시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 발생과 벤처·창업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 등에 일부 규제가 있었으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 그리고 기존 창업 7년이 넘지 않은 창업·벤처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지만, 
점차 이용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중소기업 중 상장 법인이나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곳은 제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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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발행한도 역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한눈에 보는 펀딩 통계  

<자료출처 : 크라우드넷 (www.crow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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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일컫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기존 금융기관의 중개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 국내의 P2P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영역의 금융 서비스를 출시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6년 말 0.6조원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6..2조원, 대출잔액 
1.8조원으로 큰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19일 세계최초로 제정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20년 8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P2P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누적취급액 추이  

<자료출처 : 한국P2P금융협회(http://www.p2plend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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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융투자

▶ 금융투자 업계와 가장 밀접한 핀테크 영역은 로보어드바이저이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 기반의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을 말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성향, 목표 수익률, 자금 성격 등을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자산 배분 전략을 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수익은 극대화하되 위험은 최소화한다.

▶ 4차 산업혁명에서 금융권 인공지능에 대한 재조명과 핀테크의 발전 등에 따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운용 전략의 성장을 통해 3~40대, IT 선호층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자산 
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대중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실현,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 자산관리사의 
주관이 아닌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명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기존 시장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정부의 혁신 정책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펀드 운용 허용,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등이 가능해져 
급격한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및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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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산관리

▶ 자산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도 2012년 이후 대거 등장했다. 해외 
핀테크 시장에서는 이미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오픈뱅킹도입을 통해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국내 자산관리 서비스의 핀테크 기술이 기존 가계부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금융사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정확한 금융상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온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토대로 기존 가계부 서비스가 제공했던 지출관리 
기능을 자동화하여 제공함은 물론, 전 금융상품 통합관리, 신용점수 관리,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상품 추천, 금융 개인비서 등 폭넓은 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가 고소득자에게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개인자산관리를 대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되는 다양한 개인 
지출데이터, 금융자산 데이터 또한 사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마. 해외송금    

▶ 금융당국은 외화송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점을 막고 핀테크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게도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핀테크 업계 발 
해외송금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어 시중은행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다양화에 나설뿐 
아니라 기존의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되었으나 올 10월부터 금융당국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늘려 
핀테크 업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기존 건당 3000달러, 연간 1인당 3만달러에서 건당 
5000달러, 연간 1인당 5만달러로 상향하게 됐다.

▶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124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들에 의한 
해외송금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의 ‘국내 해외송금시장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전까지 정체돼 있었던 개인 해외송금 규모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 및 유학생 송금 수요 등으로 지난해 134억달러(15조5828억원)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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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해외송금제도가 시행된 2017년 당시 해외송금시장에 진출한 핀테크 업체는 
4개사에 불과했으나 2019년 6월 말 기준 25개사로 급증하였고, 여기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까지 합할경우 해외송금을 다루는 업체만 30개가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소액해외송금업 분기별 거래규모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천달러, 천건, %)

구 분 ‘17.4/4
‘18년

‘19.1/4 증가율
(‘17.4/4대비)1/4 2/4 3/4 4/4 계

전체
송금액(백만달러) 14 80 123 257 394 854 365 2,540

송금건수(천건) 22 99 182 361 579 1,222 550 2,455

건당 송금액(천달러) 0.64 0.80 0.68 0.71 0.68  0.701) 0.66 3.3

업체당
송금액(백만달러) 2 7 9 17 20 432) 18 956

송금건수(천건) 3 8 13 24 29 612) 27 922

   주 : 1) ‘18년중 건당 평균 송금액
2) ‘18년말 영업중인 업체기준으로 분기별 업체당 송금액‧건수 합과 다소 차이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바. 핀테크 SI

▶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금융데이터, 핀테크 솔루션 등 핀테크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본업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내년부터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상용화와 전 세계적 추세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규제 관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및 금융결제망 개방 등 혁신적인 핀테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B2B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솔루션 적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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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안/인증

▶ 최근 핀테크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핀테크 보안/인증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 보안/인증 기술은 크게 이용자의 본인 인증과 사업자의 서버 
보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핀테크 보안/인증 기술은 사용자 인증이 
중심에 있으나, 해외에서는 핀테크 사업자의 서버보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에 주목받는 FIDO(FastIdentity Online) 인증 기술은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하는 
패턴, 지문인식, USIM기반 등의 인증기술을 온라인에 적용하여 편리함과 보안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간편결제에 적합한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삼성, 
페이팔 등 글로벌 IT기업과 통신사, 결제회사,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이기도 하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또한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 보안/인증 기술 중 
하나이다. FDS는 이상행위 감지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속임수나 사기로 돈이나 
금융 혜택을 얻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공장부를 활용한 보안/인증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아. 인슈어테크

▶ 지금까지 보험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혁신이 더딘 분야로 꼽혀왔다. 설계사 의존도가 
높아 다른 금융 업종보다 IT 기술 활용이 부족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험산업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수익과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상품개발에서는 위험요율 산출 기법이 다양화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맞춤형 상품개발이 가능해졌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옴니채널(Omni-channel)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가 용이 해졌다. 언더라이팅에서는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기보험처럼 단순화된 상품이나 
완화된 가입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보험 등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 고객관리에서는 소셜미디어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 보험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해 보험가입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금지급관리에서는 
스마트기기로 보험금청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는 생명 
보험사들이 우수 계약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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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이터 분석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이다. 데이터는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자원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데이터가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이기 때문이다. 

▶ 매일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선진국은 50% 이상이 
금융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양한 고객 행동 분석 정보 등 빅데이터 
자체가 기업 자산이 되고 새로운 산업을 잉태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상품개발과 부정방지, 신용평가, 고객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서는 주로 고객정보,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사기·신용카드 도용·내부직원 
비리 등 다양한 내역을 분석해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든지, 대출 및 카드 발급 등과 
관련된 심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내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그동안 IT강국 대한민국에 쌓여만 있던 금융소비자의 
가치있는 정보들이 핀테크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경쟁력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국내 핀테크 산업 전망

▶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기존의 
획일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 이러한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기존 금융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금융권도 ‘스케일 업(Scale Up)’ 전략에 따라 유망한 핀테크기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015년을 기점으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맞춰 수정하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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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있다.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정책을 추진하여 핀테크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특히나,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 빅데이터 분석, 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 핀테크 사업자, 금융회사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하고,

  ▲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제화를 완성했으며, 

  ▲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제약 완화, 인슈어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 이와 같은 꾸준한 정부정책의 지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개방과 경쟁, 그리고 혁신적 실험과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금융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 내년에는 올 수준보다 정부의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의 핀테크 
R&D에 관한 정책지원들이 확대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더욱 고도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년에는 오픈뱅킹을 비롯한 마이 데이터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IT기업들과 금융사들의 M&A 및 기술제휴 등이 확대되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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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자, 금융당국은 신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산업은 인허가 제도·각종 영업행위 규제 등 규제의 수준이 높고 엄격하며 
복잡·다양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9. 4.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2+2년) 적용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서비스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시범 운영 대상이 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외국 회사의 경우, 대한민국 내 영업소를 둔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시범 운영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신청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검토를 거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① 서비스의 혁신성: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측면에서 충분히 혁신적일 것  
② 소비자 편익: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
③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받아야만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④ 사업자의 업무 영위 능력과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 신청 업체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없을 것
등을 기준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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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2019. 4.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019. 12월 기준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다. 그 중 일부 
건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고, 다른 일부 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는 인·허가 신청제도 및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여 핀테크 기업의 
양적 성장과 핀테크 생태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통하여 샌드박스 제도 도입 1년이 되는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적용, 임시허가 
도입,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 등 핀테크 기업이 샌드박스 지정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의 일자리증가,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편익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5

3. 편람 제작 개요

  (1) 조사 개요

▶ 본 편람은 국내 핀테크 기술 적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현황 및 주요 서비스 등 
상세 정보를 조사·수록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소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국내 핀테크 기술 적용 사업체

대상 사업체 수 579개 (핀테크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등을 통해 파악된 
682개 기업 중 폐업·결번 등 대상이 아닌 103개 외)

조사 사업체 수 345개

조사 방법 국내 핀테크 기술 적용 사업체 리스트 활용,
온라인(Web) 조사 수행

조사 주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조사 기간 2019. 11. 04. ~ 2020. 01. 03

  (2) 핀테크 분야 설계

▶ 핀테크 분야 분류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상 핀테크 분야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본 편람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핀테크 분야(10개) : 

송금/결제, 크라우드펀딩/P2P금융, 금융투자, 자산관리, 해외송금, 핀테크SI, 
보안/인증, 인슈어테크, 가상통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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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핀테크 분야 개편 결과

[2019 핀테크 분야] [2018 핀테크 분야] 변동사항

송금/결제 간편송금/지급결제 분야 유지(분야명 변경)

크라우드펀딩/P2P금융
크라우드 펀딩

분야 통합
P2P금융

금융투자 로보어드바이저 수정 및 분야명 변경

자산관리 자산관리 분야 유지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분야 유지(분야명 변경)

핀테크 SI 금융플랫폼 수정 및 분야명 변경

보안/인증 보안/인증 분야 유지

인슈어테크 - 분야 추가

- 블록체인 분야 삭제

가상통화 가상통화 분야 유지

기타 기타 -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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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13마일 영문명 13miLe. Co., Ltd.

대표자명 전종두 설립일자 2014. 08. 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홍은빌딩 1001호

홈페이지 http://www.13mile.co.kr/ 이메일 13mile@13mile.co.kr 대표번호 070-7436-1101

담당자 연락처 070-7436-1663 담당자 이메일 yjlim@13mile.co.kr

종사자 수 23명 자본금 13억 9,500만원

주요 서비스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결제 단말기 넥스트엠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13마일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모바일 결제 단말기 ‘NEXT-M’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공한다.

13마일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0km, 
한 사람이 주거지를 기준으로 반경 약 20km내 
대부분의 일상을 영위한다는 점을 착안해 회사명을 
13마일로 정했다. 따라서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결제 그 
이상의 경험’인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13마일은 2014년 8월 설립 이후, 국내외 다양한 
모바일 결제수단을 통합하고 가맹점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통합결제용 단말기를 
개발하여 오프라인 간편결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맞춤 모바일 
결제단말기 제공뿐만 아니라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 자판기 시스템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간편한 대면/비대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인 
‘수기(Key-In)결제’가 가능하며 그 외 내장된 
카메라로 별도의 여권 리더기 없이 여권의 MRZ 
정보를 스캔 및 인식하여 환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싱가포르 법인 21KM.Pte.Ltd를 설립해 
동남아 간편결제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최근 2018년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2014. 08.

13마일 설립

2015. 06.

금융결제원 뱅크월렛카카오 및 앱카드 업무 제휴

2015. 11.

카카오페이 온라인 영업대행제휴

2015. 12.

NEXT-M 앱카드 결제서비스 오픈

2016. 08.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2016. 10.

외국인거래지원서비스(GCS) 개시

2017. 04.

의료용역용 환급 서비스 오픈

2018. 07.

알리페이 오프라인 결제 업무제휴

2018. 08.

외국환거래업무 취급기관 등록

2018. 11.

가맹점 고객 포인트 적립 및 차감서비스

'모인포인트'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베리폰, 신세계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카카오, 카카오페이, 한국정보통신, KRP

13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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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H/W별 상품으로 넥스트엠 태블릿(Next-M Standard)은 10.1”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단말기이며, 
간편결제, 신용카드 연동,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내역 통계를 제공해 실시간거래내역조회 및 상품, 
결제수단별 집계가 가능하다. 
카드결제단말기 연결제품은 넥스트엠 태블릿과 기존 카드단말기를 연동하여 간이 POS 형태로 활용한다. 
테이블오더 서비스로는 소상공인 F&B 업소를 위한 무인키오스크 개발 중이며 자체제작 메인 제품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상용단말기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제품라인업구성 예정이다.
S/W(결제수단) 별 상품으로는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알리페이, 위챗페이, 신세계페이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대행을 하고, 수기 결제를 통해서는 부킹닷컴과 영업제휴를 하여 숙박업 등 
예약결제를 위한 2D인증 국내외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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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4차혁명 영문명 4th Revolution Co., Ltd.

대표자명 장영태 설립일자 2018. 08. 0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13층 1313호 (역삼동, 빅토리아빌딩)

홈페이지 https://valueshopping.land 이메일 valueshopping@sejongs.net 대표번호 02-569-7890

담당자 연락처 02-569-7890 담당자 이메일 hahnjy@sejongs.net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부동산 IT 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4차혁명은 4차혁명은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자동가격산정(AVM)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B2B, B2C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 AVM : Automated Valuation Model

- 서비스명 : 밸류쇼핑(ValueShopping)

- URL : https://valueshopping.land

국내 5,000만 건(아파트 1,000만호, 연립다세대 
260만호, 오피스텔 60만호, 토지건물 3,400만 필지 
및 지상건물 등)의 부동산 기본정보와 실거래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세정보를 
One-click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중개, 대출, P2P 투자 
서비스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부동산(분할) 
소액 모바일거래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IT 기술 인력, 부동산 유동화 전문가 및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3. 01.

(주)감정평가법인 세종의 사내 벤처로 출발

2018. 08.

(주)4차혁명 설립(IT 분야 독립)

2019. 04.

밸류쇼핑 B2C 서비스 론칭

2019. 07.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

2019. 1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제휴기관

론포인트, 브로콜리, 웰컴저축은행, 제이에스부동산컨설팅

4차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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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모든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가격산정(AVM) 시스템(AVM : Automated Valuation Model)
ㅇ 전국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토지건물(단독주택, 상가건물, 전답/임야 등) 
ㅇ 집합건물의 경우 평형 별이 아니고 개별 호별로 정보 제공
ㅇ 부동산 시가 외에도 면적 등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상의 정보, 실거래사례(매매/전월세), 경매사례, 
   공매사례, (정부발표) 공시가격 등의 정보를 망라

▶ 국가 공공데이터인 실거래 사례 등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가격산정에 즉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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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NHN한국사이버결제 영문명 NHN KCP

대표자명 박준석 설립일자 1994. 12. 28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NHN한국사이버결제

홈페이지 www.kcp.co.kr 이메일 ssnoh@kcp.co.kr 대표번호 1544-8667

담당자 연락처 070-7595-1040 담당자 이메일 ssnoh@kcp.co.kr

종사자 수 311명 자본금 109억 5,8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결제(PG), VAN, 
간편결제, 해외결제, O2O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종합 결제사로, 전자 
결제 대행업, 온•오프라인 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 모바일결제 등 통합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4년 11월 NHN엔터테인먼트(현NHN)에 
인수됐으며, 2016년 3월부터 현재의 사명을 쓰고 
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상에서 결제 대행 
중계 업무 및 결제 대금 정산•관리 등의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PG(Payment Gateway) 사업을 
비롯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보안이 된 전용망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 정보를 
중계 처리하는 통신 서비스인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O2O 결제 서비스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전자결제 시장에 
대응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1994. 12. 회사 설립

1999. 12. VAN 사업자 등록

2006. 01. 코스닥 상장

2012. 10. Cyber Source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2012. 11. 국내최초 NFC결제서비스 PayOn 오픈

2014. 11. NHN엔터테인먼트로 최대주주 변경

2015. 07. 국내 PG사 최초 외환업무 등록

2015. 09. 중국 텐센트 위쳇페이 서비스 실시

2016. 03. NHN한국사이버결제로 사명 변경

2016. 07. 알리페이 실시간 환급서비스 개시

2017. 04. NHN페이코로 최대주주 변경

2018. 06. Adyen과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제휴기관

네이버, 넥슨, 다음, 무신사, 애플, 엔씨소프트, 위메프, 쿠팡, 티몬, G마켓, NHN, 11번가

NHN한국사이버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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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NHN한국사이버결제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과 부가가치 통신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PG사업에서는 LGU+, KG이니시스와 함께 3사가 오랜 기간 동안 과점해 온 가운데, 2019년 5월 시장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섰으며, VAN 사업에서는 13여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약 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5만 개 이상의 PG 고객사 및 32만여 개의 오프라인 VAN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결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금융기관 간 상호 신뢰를 구축, 금융 거래의 안전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안전한 결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내 15만개 가맹점에 입증된 안정된 시스템과 쉽고 
빠른 결제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승인부터 정산까지 통합 보고서를 통해 매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마케팅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매출 신장을 돕고 있다.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을 통해서는 전자 지불 전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국내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내역의 조회, 승인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정성 높은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

▶ NHN한국사이버결제는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두면 언제든지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이코(Payco) 서비스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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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영문명 Galaxia Communications 
Co., Ltd.

대표자명 김용광 설립일자 1994. 10. 0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5층

홈페이지 https://galaxiacommunica
tions.co.kr/ 이메일 rha@galaxia.co.kr 대표번호 02-1566-0123

담당자 연락처 02-6005-1683 담당자 이메일 rha@galaxia.co.kr

종사자 수 120명 자본금 196억 1,5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결제, 선불결제, 

모바일커머스, 
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유일의 
통합전자결제 솔루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선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전자결제, 편의점 선불결제, 
모바일상품권 및 쿠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2001년 통합 전자결제 
서비스 빌게이트(BillGate)를 시작으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쿠폰, 휴대폰 소액결제, 편의점 
선불결제로 결제영역을 다각화하였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발행, 유통한 
노하우와 전국 4만 개 편의점 선불결제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상품권 및 쿠폰 교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모바일 플랫폼 머니트리(MONEY TREE)를 
출시하고 머니트리캐시로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등 간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금융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통해 Global Leading Payment Solution 
Provider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1994. 10. 회사 설립

2001. 03. 통합 전자결제 서비스 빌게이트(BillGate) 출시

2002. 06. 국내 최초 모바일 백화점상품권 발행

2006. 08. 전국 편의점 선불결제서비스 CashGate 제공

2007. 07. 코스닥 상장

2008. 10. 효성 계열사 편입

2010. 05. 제17회 대한민국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방송통신위원장상 수상

2014. 06. 비트코인 결제 전문 업체 코인플러그와 
          업무 협약

2014. 09. 중국 '텐페이'와 국가간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2017. 02. 종합금융플랫폼 머니트리(MONEY TREE) 출시

2017. 11. '앱어워드 코리아 2017 올해의 앱' 
          모바일월렛 대상 수상

2018. 03. 머니트리 앱 다운로드 100만 명 돌파

2019. 03. 머니트리 앱 다운로드 200만 명 돌파

 제휴기관

롯데백화점, 삼성카드, 세븐일레븐,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백화점,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코인플러그, 쿠팡, 현대백화점, CU, GS25, itemBay, KT, LGU+, Nexon, SK텔레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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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종합금융플랫폼 머니트리(MONEY TRE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트리는 
마이신한포인트, KB포인트리, 위비꿀머니, OK캐시백 등 다양한 생활금융 포인트와 모바일상품권 및 쿠폰을 
머니트리캐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환된 머니트리캐시는 120여 개의 온오프라인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송금 및 ATM 출금, 지로요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제로페이 결제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금융관련 서비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머니트리캐시 기반의  발행하여 머니트리 이용과 활동에 대한 
보상(Reward)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지급받은  쇼핑,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일반  머니트리캐시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머니트리를 다양한  실제 생활금융으로 연결해 주는 
통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 또한 매년 3,000만 건 이상 생성되는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저금리 대출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한 계층을 타깃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를
가상통화로

가상통화도
가상통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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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고스트페이 영문명 Ghost Pay Inc.

대표자명 이선관 설립일자 2018. 08. 17

주소 광주 광역식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3층 1306호

홈페이지 준비중 이메일 lsk8915@naver.com 대표번호 010-6388-8877

담당자 연락처 010-6388-8877 담당자 이메일 lsk8915@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핀테크(생체인증)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고스트페이는 “No Cash, No Card, No Phone”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핸드폰에 결제수단과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핸드폰이 필요 없이 사용자의 생체로 
가맹점 디바이스에 센싱을 하면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인증을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맹점의 
특정기기에 내 생체정보를 등록한다는 불안함,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분실과 범죄 
노출의 두려움 등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 07.

국내 특허 제 10-2016-0151016호 등록

2018. 08.

고스트페이 설립

2018. 11.

기술보증기금 혁신 바우처 2기 합격

2018. 12.

벤처기업 등록

2019. 05.

해외 특허 출원 (미국, 유럽, 중국, 인도,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2019. 10.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합격

2019. 10.

제 10회 Welcome to TIPS IR피칭 장려상 수상

2019. 10.

국내 특허 출원 추가 1건

2019. 11.

(주) 고스트 페이 설립

 제휴기관

광주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고스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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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고스트페이는 “ No Cash, No Card, No Phone ”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핸드폰에 
결제수단과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핸드폰이 필요 없이 사용자의 생체로 가맹점 디바이스에 센싱을 
하면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인증을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맹점의 
특정기기에 내 생체정보를 등록한다는 불안함,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분실과 범죄 노출의 두려움 
등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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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고트레인 영문명 Corp. Gotrain

대표자명 한규성 설립일자 2019. 06. 05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615호

홈페이지 www.gotrain.co.kr 이메일 go-train@gotrain.co.kr 대표번호 02-1600-8017

담당자 연락처 070-5176-1919 담당자 이메일 marinezle0121@gotrain.co.kr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시스템 트레이딩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고트레인은 시스템 트레이딩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금융 파생 상품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형증권사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영역과 
유통망을 넓혀나가고 기술의 퀄리티를 향상시켜 
금융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금융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투자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 가까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2019. 06.

설립

 제휴기관

유안타증권

고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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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인 업트레이드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초기 
기획에 비해 아직 많은 부분에서 퀄리티가 모자라지만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주, 매달 마다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공개된 많은 고가의 조건검색식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저렴한 혹은 
무료로 사용가능한, 그러나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한 기존 프로그램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가 주 목표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아 더 완벽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발전,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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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공감랩 영문명 Gonggam lab Inc

대표자명 맹준영 설립일자 2015. 11. 16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76-1 4층

홈페이지 www.howsmuch.com 이메일 hellogonggam
@gmail.com 대표번호 070-4211-0809

담당자 연락처 070-4464-8445 담당자 이메일 jdu.jo@gonggamlab.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부동산시세추정모형(AVM),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공감랩은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업체로 금융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AVM(Automated 
Valuation Model, 부동산가치 자동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 부동산, 아프로파이낸셜그룹, 나이스평가정보, 
웰컴금융그룹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공감랩의 
AVM을 활용하여 기존의 오프라인기반의 고비용 
저효율의 부동산금융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심금융서비스에 지정되고, 
KB금융그룹과 지정대리인에 선정되며 부동산 
금융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Prop-Tech 분야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 11.

'주식회사 공감랩' 설립

2016. 04.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기업 선정

2017. 05.

과기정통부 및 NIPA 민간지능정보서비스 
개발기업 선정

2018. 02.

OK금융그룹 핀테크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18. 06.

한국데이터진흥원 DB품질인증 및 
K-GLOBAL DB-STARS 선정

2018. 07.

KB 부동산 연립/다세대 시세 서비스 런칭

2019. 04.

웰컴금융 D웰컴 AVM데이터 기반 공동주택 
대출안내 서비스 운영

2019. 06.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9. 07.

금융위 '지정대리인' 사업자 선정

2019. 09.

WFC 캄보디아 대량평가모형 개발

 제휴기관

금융감독원, 나이스평가정보, 러시앤캐쉬,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웰컴저축은행, 핀테크지원센터, 
JB전북은행, KB국민은행, OK저축은행

공감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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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금융 선진국 부동산 금융은 AVM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반면, 국내는 신뢰가능한 정보 및 시스템 부재로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공감랩은 자사의 AVM을 기반으로 부동산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VM은 기존 유사 서비스 대비 높은 정확성과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평균 시세가 
아닌 호별 적정 시세와 회수율 예측을 통해 담보력에 적합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다양한 검증정보 
제공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감랩은 KB 부동산플랫폼을 시작으로 각종 금융 관련 플랫폼의 핵심 콘텐츠와 기술로 공급(CP)이 확대되고 
있는 등 소비자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특히, KB 시세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이해관계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의 수요에 맞춰 공동주택 AVM 서비스는 주택금융(심사 및 LTV산정)의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담보물 시가산정 결과를 데이터와 구체적인 수치로써 제공하고 또한 공부데이터의 
정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심사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심사의 객관화 및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업무에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서비스로 도입과 관련된 비용과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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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그로잉컴퍼니 영문명 Growing Company Inc.

대표자명 정우진 설립일자 2019. 02. 14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48-51 740동 301호

홈페이지 http://thegrowing.co 이메일 woojin@thegrowing.co 대표번호 010-4607-0323

담당자 연락처 010-4607-0323 담당자 이메일 woojin@thegrowing.co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POS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그로잉컴퍼니는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태블릿 
PC 기반의 클라우드 POS인 그로잉세일즈(Growing 
Sales) 와 사용자 위치기반의 오프라인 마켓 
플레이스 어라운드 마켓이 있습니다.

그로잉컴퍼니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의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비전 
하에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매장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생활에서 보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9. 02.

그로잉컴퍼니 주식회사 설립

2019. 04.

클라우드 혁신센터 SW 개발환경 지원사업 선정

2019. 04.

핀테크센터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2019. 07.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2019. 11.

KICC(한국정보통신) 업무협약 체결

 제휴기관

한국정보통신

그로잉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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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그로잉세일즈는 태블릿PC에 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점주가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며 포인트 적립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재고관리, 웹관리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로잉세일즈에 
생성된 매장들과 각 매장의 제품들은 어라운드 마켓에 게시되어 해당 매장 주변에 위치하는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어 모바일 주문, 픽업 예약, 1시간 배송 등의 서비스와 함께 판매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제품은 도래하는 뉴리테일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춰 매출 증진과 매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물리적인 거리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점주는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주변 매장들의 정보 탐색과 제품 
비교 및 1시간 배송을 통해 보다 편리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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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영문명 GME Remittance

대표자명 성종화 설립일자 2016. 08. 3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5, 601호(창신동, 글라스타워)

홈페이지 www.gmeremit.com 이메일 corporate@gmeremit.com 대표번호 02-3673-5559

담당자 연락처 02-3673-5559 담당자 이메일 hr@gmeremit.com

종사자 수 51명 자본금 30억원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2016년 8월 30일 
설립하여 2017년 7월, 말레이시아 해외투자법인인 
OneSphere사의 투자를 유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7. 8월 소액해외송금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허가 
제2017-2호). 

현재 서울시 핀테크 시범사업자이며 동종 업계의 
선두 주자로 온라인, 모바일 및 전국 10개 지점을 
통하여 30여 국가에 대한 송금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최고의 핀테크 회사를 비전으로 
성장중입니다.

2016. 08.

설립

2017. 08.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2017. 10.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개시

2017. 12.

웹플랫폼(온라인) 서비스 개시

2018. 02.

한국핀테크 사업협회 회원사

2018. 06.

서울시 모바일 소액외화이체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

 제휴기관

국내외 30여개 금융기관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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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전국에 10개의 지점 및 모바일 앱에서 해외송금, 환전 등의 금융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저렴하게, 보다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아래와 같은 장점을 보유한 종합금융서비스사입니다.

1. 대한민국 최초의 소액해외송금 등록 및 최초 서비스 제공
2. 전국 지점 네트워크 구축 및 FULL 온라인 서비스 제공 
3. 해외 각 국가 최고의 은행들과 파트너십
4. GME 자체 R&D 및 국내외 금융기관과 Full API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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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글루와 영문명 Gluwa, Inc.

대표자명 오태림 설립일자 2014. 03. 1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8, 4층

홈페이지 http://www.gluwa.com 이메일 support@gluwa.com 대표번호 070-7720-4775

담당자 연락처 070-7720-4775 담당자 이메일 kyungjun.lee@gluwa.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개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글루와는 한국 국적의 개발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핀테크 기업으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모듈화하여 제공, 블록체인계의 AWS를 
표방하고 있다.

2016년 실리콘밸리에서 500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였다. 
2017년 Y콤비네이터와 코인베이스 대표로부터 
투자받은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아엘라 
크레딧과 파트너쉽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신용 네트워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8년 관련 내용으로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첸으로부터 투자받고 미국 은행인 
미션내셔널뱅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글루와는 미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해외 은행 
및 금융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다.

2014.

한국 법인 설립

2016.

실리콘밸리에서 500스타트업 투자 유치 미국법인 설립

2017.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스타트업 아엘라 크레딧과 
파트너쉽

2018.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첸으로부터 투자유치 미국 
은행 미션내셔널뱅크와 파트너쉽 체결

2019. 06.

베트남 오렌지 작용제 희생자 협회(VAVA) 업무협약

2019. 07.

카이로스 리갈앤컨설팅(미얀마) 업무협약

 제휴기관

Aella Credit, Blue Index, Mission National Bank

글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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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글루와는 금융소외지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서 미션 내셔널 뱅크와 파트너쉽을 맺고 스테이블 코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Y콤비네이터와 코인베이스 창업자로부터 투자받은 아엘라 크레딧과 파트너쉽을 맺고 
금융소외지역에 신용기록망을 제공하려 한다. 향후 베트남과 필리핀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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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끌림이노베이션 영문명 finliminovation

대표자명 이상민 설립일자 2016. 11. 0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프라자 15층 1511호

홈페이지 www.finlim.co.kr 이메일 smlee@finlim.co.kr 대표번호 02-3453-2202

담당자 연락처 02-3453-2202 담당자 이메일 smlee@finlim.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금융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끌림이노베이션은 '포크'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을 접목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개인별 맞춤 
청약정보 및 금융상품 정보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무주택 서민 누구나 행복한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이며, 부동산과 
금융상품 정보에 취약한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정보와 개인의 
소득정보를 통해서 맞춤 청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 서비스로는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킬 예정이며, 금융기관과 임대 
공급사에게는 복잡한 행정 및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6. 11.

끌림이노베이션 설립

2016. 12.

무료금리비교 사이트 ‘뱅크클리닉’ 오픈, AI기반 
자동맞춤금리비교 시스템 개발

2017. 02.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대상’ 정보서비스 부문 
1위 수상

2017. 11.

‘MTN 머니투데이 비즈정보쇼’ 뱅크클리닉 소개 방영

2018. 01.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대상’ 정보서비스 부문 
1위 2년 연속수상

2019. 01.

콕! 찍어 챙겨주는 임대주택 알리미 ‘포크’ 앱 
서비스 개발

2019. 03.

‘2019 히트브랜드대상’ 정보서비스 부문 1위 
수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회원사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휴기관

인포텍코퍼레이션

끌림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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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끌림이노베이션은 공공임대주택의 개인별 맞춤 청약 정보 및 금융상품 정보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던 시간, 절차 및 비용을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의 맞춤 청약 및 임대보증금 대출의 맞춤 상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모든 임대 
공급사의 임대주택 청약 공고문 핵심 분석, 청약 경쟁률 분석, 청약 배점 자동계산, 관심 공고문과 관심 단지 
푸시 알림 서비스, 청약 관심도를 통한 경쟁률 미리 보기 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비스한다. 
또한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시 다수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더 나은 조건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간편하게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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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널앤서 영문명 Nullanswer

대표자명 유관우 설립일자 2016. 02. 22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널앤서

홈페이지 - 이메일 skymill2000@gmail.com 대표번호 010-9161-5808

담당자 연락처 010-9161-5808 담당자 이메일 skymill2000@gmail.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출결 공인전자 문서 

발송 및 유통증명 서비스,
과태료, 범칙금 관리 

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널앤서는 블록체인과 기존의 ICT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전자/통지 출결 및 관리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이후 민방위 부분에 적용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간편하게 민방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다양한 전자 
문서에 대한 유통증명을 통해 과징금, 범칙금 등을 
부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활용하는 서비스와 
범칙금, 과징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징수, 관리하는 
서비스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은 2020년 후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적용하여 검증하며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6.02.

회사 설립

2016.12.

인테리어 O2O 서비스 홈인 개발

2017.03.

CRM 서비스 개발

2017.12.

세금절세 컨설팅 어플리케이션 절세미인 개발 
교보-한국인터넷진흥원 인슈어런스 해커톤 기업부분 
장려상 수상

2018.06.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TheWaveTalk) 농협-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해커톤 최우수상 수상

2018.08.

한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사회공헌부분 우수상 
(우정사업본부장상) 수상

2018.12.

민방위 전자 출결 / 사이버 교육시스템 개발중

2019.01.

전자출결 서비스 솔루션 제공 (민방위 부분)

2019.08.

농협 핀테크 해커톤 장려상 수상

 제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널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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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통지 / 출결 솔루션
기존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교육 인지와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통해 교육관련 내용(장소, 일시 등)을 전달합니다. 개개인별로 부여받은 고유 QR 코드를 통해 
제휴되어있는 계약 지역 어디에서든지 출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을 관리자에게 지역별 참여율 통계, 
통지서 프린트 기능, 교육 참여 여부, 시간 등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해당 문서의 유통과 해당 문서에 대한 수령여부를 저장하며 그를 통해 범칙금 부과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의 범칙금에 납부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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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네오스프링 영문명 Neospring

대표자명 김석표 설립일자 2016. 03. 2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1108호

홈페이지 www.neospring.kr 이메일 contact@neospring.kr 대표번호 02-853-2295

담당자 연락처 070-4304-3544 담당자 이메일 hssin@neospring.kr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22억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네오스프링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중소 
벤처기업 그리고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을 
넘고 있는 스타트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3월 설립되었다.

자금에 목말라 있는 스타트업의 갈증을 Crowd라는 
대중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네오스프링의 
설립동기이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들과 온라인 공간을 이해하고 
사람의 행동과 감성을 녹여 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로서 사람의 연결에 중심을 둔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8년 10월,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기업의 
채권·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에도 진출했다.

2016. 03.

네오스프링 설립

2016. 10.

크라우드 펀딩 네오스프링, 인큐베이터 오투랩과
MOU 체결

2018. 10.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진출

 제휴기관
엔슬협동조합

네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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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네오스프링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뿐 아니라, 모의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은 여럿 있지만, 네오스프링은 가상의 자본을 모아 투자해 보도록 하는 시스템인 
모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투자자들에게 가상의 
자금을 주고 미리 시장에 대한 검증을 해보도록 꾸려졌다. 시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출시 전에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메리트이다. 
크라우드 펀딩에 교육 프로그램을 더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투자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하며 일대일 밀착 컨설팅과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기업투자 IR 코칭을 해준다. 
네오스프링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유되고 투자자 자금이 창업기업에게 
전달되도록 정보와 자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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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네이버파이낸셜 영문명 NAVER FINANCIAL

대표자명 최인혁 설립일자 2019. 11.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홈페이지 https://www.naverfincorp.
com/main 이메일 kr00003283

@navercorp.com 대표번호 02-1522-7686

담당자 연락처 031-784-2450 담당자 이메일 kihyun.park@navercorp.com

종사자 수 148명 자본금 302억 8,1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네이버파이낸셜은 19년 11월 1일에 
네이버로부터 분사를 하여 신설된 핀테크 
업체입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네이버페이가 있으며, 이는 다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에서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충전과 적립, 사용이 
자유로운 네이버페이포인트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해왔다면 분사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데 보다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쇼핑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및 보유한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국내 핀테크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9. 11.

회사 설립

 제휴기관

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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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 :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등록해두고 주문서에서 바로 원클릭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간편송금 :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은행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송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 일종의 쇼핑 마일리지 개념으로 구매시 일정 규모 적립포인트를 제공, 그 외에도 고객이 직접 충전을 
할 수도 있으며 타사의 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다시 
네이버페이 결제에 사용됩니다.

▶ 제휴금융상품 :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환전 등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오프라인결제 : 제로페이, 테이블오더와 연동을 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네이버페이 결제기능을 제공, 확대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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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노매드커넥션 영문명 Nomad Connection, Inc.

대표자명 전종환 설립일자 2005. 03. 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3층(수표동, 시그니쳐타워)

홈페이지 www.nomadconnection.com 이메일 ryonga@
nomadconnection.com 대표번호 02-2608-1575

담당자 연락처 010-2000-2082 담당자 이메일 ryonga@nomadconnection.com

종사자 수 4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노매드커넥션은 2005년 설립 이후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파트너로서 데이터 사업 
영역(AI/블록체인 솔루션)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용 인공지능 다빈치 플랫폼(DAVinCI 
Platform)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챗봇, 빅데이터 
플랫폼 등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N-Biz Chian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고 스마트하게 데이터 혁신을 약속 드립니다.

2005. 03. ㈜노매드커넥션 설립[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2008. 09. 벤처 기업 인증

2008.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1. LG CNS 로봇청소기 PC/iOS/Android 
      Platform Remote Monitoring 개발

2013. 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13. 12. 2013 Startup Top 100 선정

2016. SK 텔레콤 T 안심콜/T콜싱크 서비스 개발 및 
      운영

2017. 20대 국선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공급 
      프로젝트 수행 쿼터백 투자자문 인공지능 
      챗봇솔루션 Q-Bot개발

2018. 03. 신한은행 AI 코어 플랫폼 및 상담 챗봇 
          서비스 개발

2018. 12.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참여

2019. 02. 서울형 강소기업 3년 연속 선정

2019. 05. IITP 전자문서 발급-유통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2019. 05. KB손해보험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

2019. 09. 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

2019. 11. 베트남 ChainOS 사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MOU 체결

 제휴기관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청, 데일리금융그룹, 신한은행, 아이엔지스토리, 코오롱베니트, 
한국IBM, 환경부, KB손해보험

노매드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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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매드커넥션은 블록체인·AI 분야 전문인력을 통해 자체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서비스를 플랫폼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솔루션인 엔-비즈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종합 패키지 솔루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투명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드립니다.
AI솔루션인 다빈치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통합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손 쉬운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모델 
배포 환경 구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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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뉴지스탁 영문명 NewsyStock

대표자명 문홍집, 문경록 설립일자 2011. 06. 1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19층 뉴지스탁

홈페이지 http://intro.newsystock.com 이메일 info@newsystock.com 대표번호 02-1899-0955

담당자 연락처 02-3775-1890 담당자 이메일 hojoon.moon@newsystock.com

종사자 수 16명 자본금 2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뉴지스탁은 국내 최초 HTS 개발자인 문홍집 
대표가 주축이 되어 만든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기업으로, 2012년 첫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표 서비스인 젠포트는 유저가 직접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거나, 마켓에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고리즘계의 
앱스토어'를 지향하고 있다.

12개 이상의 증권사와 다양한 금융 기관을 통한 
B2B 서비스, 10만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베트남,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주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2011. 06. 법인 설립
2012. 05. 현대증권, SK증권 통해 서비스 첫 론칭
2014. 06.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 서비스 제휴
2015. 02.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과 합병
2015. 03. 대신증권 서비스 제휴
2016. 01. 하이투자증권 서비스 제휴
2016. 07. IBK Capital 10억원 투자 유치
2016. 10. 유진투자증권 서비스 제휴
2017. 01. 젠포트 서비스 론칭
2017. 01. 영국 Tech Bullion이 선정한 한국의 
          핀테크 기업 top 10에 포함
2017. 04. KB증권 서비스 제휴
2017. 06.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제휴
2017. 07. 젠문가(알고리즘 강의) 서비스 론칭
2017. 07. 키움증권 API마켓 오픈, 뉴지스탁 참가
2017. 09. 홍콩 핀테크 뉴스(Fintech News) 선정 
          ‘한국의 톱 10 핀테크 스타트업’
2017. 11. 크라우드펀딩 진행하여 최대 모집금액 
          8억원 유치
2017. 12. 증권통 종목분석/종목발굴 서비스 론칭
2018. 02. KTB투자증권 서비스 제휴
2018. 04. 미래에셋대우 서비스 제휴
2018. 09. NH투자증권 서비스 제휴
2018. 11. 젠마트(알고리즘 마켓) 서비스 론칭
2018. 11. 뉴지랭크US(미국주식 퀀트분석) 베타 
          서비스 론칭
2018. 11. 신한금융투자 서비스 제휴
2019. 05. 크라우드펀딩 진행하여 최대 모집금액
          5.6억원 유치
2019. 11. US젠포트 서비스 론칭
2019. 12. US젠마켓(알고리즘 마켓) 서비스 론칭

 제휴기관

데일리금융그룹,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코스콤,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뉴지스탁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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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뉴지스탁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젠포트(GenPort)’를 선보이고 있다. 젠포트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맵핑해 각 고객에게 개인화와 자동화 측면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격형의 경우(주식형) 알고리즘 생성기인 젠포트를 통해 개인화된 알고리즘을 설정해 개인화 및 자동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안정형(ETF형)은 국내 ETF를 사용하는 자산 배분 서비스로 구성한다. 
복합형의 경우 투자 성향에 따라 ETF와 주식 비중을 나눈 후, ETF 자산 배분과 젠포트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도구인 젠포트는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전략을 
알고리즘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엔진과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비교·유통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마켓인 
젠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ETF 자산 배분 서비스인 제나(Gen.AA)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리스크 
정도에 따라 ETF 배분 비율을 달리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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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닉컴퍼니 영문명 NICCOMPANY

대표자명 박성춘 설립일자 2017. 02. 1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NH디지털혁신캠퍼스 5층 닉컴퍼니

홈페이지 www.niccompany.co.kr 이메일 jh.park@niccompany
.co.kr 대표번호 070-8806-0214

담당자 연락처 010-6669-5034 담당자 이메일 jh.park@niccompany.co.kr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위험예측 및 위험거래 

모니터링, 레그테크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닉컴퍼니는 '컴플라이언스의 혁신과 진화로, 
쉽고 편한 금융을 제공 한다'는 슬로건 아래 
컴플라이언스의 새로운 시작(NIC: Next IT 
Compliance)을 선도합니다.

2017년도 설립 이후,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 
회원사 가입, 벤처기업인증 취득, 금감원 주관 
코리아핀테크위크2019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참가 우수기업 선정, 특허등록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거래 위험예측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외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전통적인 금융 규제 이슈와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해결에 주력하여 레그테크 산업의 
시그니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 02.
닉컴퍼니 설립
2018. 12.
레그테크 전문기업 (주)옥타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2019. 0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가족회사 가입
2019. 04.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가입
2019. 04.
NH Digital Challenge+ 참여 스타트업 선정
2019. 04.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특허출원 및 기술임치)
2019. 05.
벤처기업인증(제20190105065호)
2019. 05.
코리아핀테크위크2019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참가 (금융감독원 주관)
2019. 06.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상표출원
2019. 08.
'NH Digital Challenge+ 1기 데모데이' 참가
2019. 10.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거래 위험예측 알고리즘 
특허 등록 (특허 제 10-2042442호)

 제휴기관

NH농협은행

닉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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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NIC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은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거래 위험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위험지표화(스코어링)하여 시각화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합니다. 

▶ 기존 금융사가 보유한 Legacy 데이터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하여 IT지식이 없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도 
위험지표와 시나리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성을 거래(transaction)와 고객(customer) 관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자동생성하여 전파합니다. 

▶ 기존의 이상거래 유형을 사전에 등록하고 탐지하는 단위 업무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달리, 고객 프로파일과 
상품/서비스의 상관관계를 위험예측 알고리즘이 분석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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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다날 영문명 Danal Co., Ltd.

대표자명 최병우 설립일자 1997. 07. 04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 퍼스트타워 9층

홈페이지 http://www.danal.co.kr/ 이메일 help@danal.co.kr 대표번호 031-697-1004

담당자 연락처 031-697-1004 담당자 이메일 help@danal.co.kr

종사자 수 198명 자본금 380억원

주요 서비스 PG, 온오프라인 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다날은 1997년 설립되어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결제 전문 회사이다.

다날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 및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휴대폰 
결제를 비롯하여,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날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계 모바일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국가 간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

회사 설립

2000.

휴대폰 결제 서비스 세계 최초 개시

2001.

유선 전화 결제 서비스 개시

2004.

코스닥 상장

2006.

중국 현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개시

2009.

미국 현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개시

2011.

국내 최초 바코드 결제 솔루션 개발 (바통)

2013.

바통 직불결제 서비스 실시

2014.

다음 카카오 - 금결원 바코드 결제 서비스 제휴

2015.

텐센트 위챗페이 해외결제 서비스 개시

2016.

다날 미국 법인 현지 모바일 인증 서비스 개시

 제휴기관

다우기술, KT, LGU+, SK텔레콤

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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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다날은 국내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온 전문 업체이다. 다날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휴대폰 가입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고 이용 요금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되는 결제방식으로, 2000년 7월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SMS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 13,0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에서 다날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 스마트폰 바코드 결제 서비스인 바통(BarTong)은 2011년 3월 첫 선을 보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 
하나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다. 초기 1회의 인증 후 결제 시마다 바통(BarTong) 
앱에서 일회용 바코드를 생성해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 결제한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SMS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인 
메시지빌(페이온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ARS결제, 상품권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실명 확인, 성인 인증,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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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다우데이타 영문명 DAOU DATA CORP.

대표자명 이인복 설립일자 1992. 06. 1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층, 11층

홈페이지 www.daoudata.co.kr 이메일 daoupay@daoudata.co.kr 대표번호 02-1588-5984

담당자 연락처 02-1588-5984 담당자 이메일 daoupay@daoudata.co.kr

종사자 수 168명 자본금 191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다우데이타는 1992년부터 Autodesk, Adobe, 
Symantec, ESTsoft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국내 
총판업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타, 
디지털마케팅 등 다양한 솔루션 기반의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 사업으로 IT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다우데이타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IC카드 전문 VAN사인 스타밴코리아를 
흡수합병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하는 
업무인 VAN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다우기술의 PG(Payment Gateway) 
사업을 인수하여 온라인상에서 가맹점 및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와 
온/오프라인 결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다양한 
IT·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접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92. 06.

다우데이타시스템 설립

1996.

Microsoft 총판 계약

1998.

Adobe 총판 계약 체결 / Autodesk 총판 계약 체결

1999.

KOSDAQ 상장

2005.

KOICA 2005년 정보통신 ISP사업자선정

2007.

사명 '㈜다우데이타' 변경

2009.

Warevalley 총판 계약 체결

2013.

스타밴코리아 흡수 합병 / VAN사업부문 추가

2016.

다우기술 다우페이 인수 / PG사업본부 추가

2018.

VMware 총판 계약 체결

 제휴기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다우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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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다우데이타는 IT기반 솔루션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VAN(부가가치통신) 및 PG(전자지급결제대행)까지 
핀테크로의 기반을 다져온 핀테크 전문기업 입니다. PG 서비스는 구매자가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맹점에게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가맹점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Active X 설치가 
아닌 Non-ActiveX 방식으로 디바이스나 운영체제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하여 가맹점이 매출 및 정산내역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약보고서를 통해 
매출관리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VAN서비스는 연간 20조원, 5억 건 이상의 거래로 증명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가맹점의 유치와 관리를 위해 가맹점이 요구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하여 POS시스템과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타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적용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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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다크매터 영문명 DarcMatter

대표자명 송진구 설립일자 2016. 08.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6층 111호

홈페이지 https://darcmatter.com/ 이메일 ask@darcmatter.com 대표번호 010-9413-6506

담당자 연락처 010-3649-2570 담당자 이메일 eunhye.kang@darcmatter.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자산관리, 대체투자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다크매터는 대체 투자 중개 플랫폼 제공 업체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투자자와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등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투자 기회를 찾는 기업의 투자 지원을 
돕고, 회사간 네트워킹을 위해 세계 각국의 대체 
투자 전문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대체 
투자분야를 발굴해 투자자에게 최상의 상품을 
찾아서 제공한다.

2014. 09. 다크매터 설립

2015. 02. 다크매터 플랫폼 서비스 출시

2016. 08. 다크매터 한국 설립

2016. 09.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과 양해각서 체결

2017. 01. ‘최고 성장 단계 스타트업(Best Growth 
          Stage Startup)’ 수상, 넥스트머니 홍콩 
          (Next Money Hong Kong)

2017. 02. ‘소형 기업 및 스타트업 펀드를 위한 최고 
           핀테크 솔루션(Best Fintech Solution for 
           Small & Startup Funds)’ 수상

2017. 09. 다크매터 대체 투자 컨퍼런스 2017 
          (DMAC 2017) 주최, 콘래드 서울

2018. 12. Global Alternatives Conference 2018 
          주최, 콘래드 서울

다크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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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다크매터는 자산 관리자를 위한 자본 확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에게 자금 조달 및 투자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쉽게 플랫폼에 등록해 모든 투자 기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강력한 투자 선택 도구를 활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인된 자산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도구가 제공되며 자산 관리자 대시보드는 모든 펀드에 대한 투자 관심을 즉시 
업데이트한다. 핵심 차별화 요소인 플랫폼 기술 외에도 미국, 홍콩, 상하이 및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크매터가 다루는 사항은 대체 투자 내에서의 투명성 부족 문제다. 금융 기술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만드는 동시에 투자 기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시장에 준수한 
기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크매터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에게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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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단솔플러스 영문명 DANSOL PLUS

대표자명 임창순 설립일자 2000. 11. 0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17 두범빌딩 4층

홈페이지 dansol.com 이메일 icsnet@dansol.com 대표번호 02-2655-1250

담당자 연락처 02-2655-1250 담당자 이메일 moise@dansol.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음파통신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단솔플러스는 2000년 설립이후 각종 솔루션 
개발에 주력을 다하여 탄탄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단솔플러스는 인터넷 기술 및 전자상거래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및 모든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를 
주고객으로 e-Business 웹서비스 개발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시작하여 사람과 
세상을 융합하는 연결고리인 헤타웨이브 음파통신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0. 11.

(주)단솔정보통신 설립

2012. 04.

음파통신 R&D 부서설립

2015. 05.

음파통신 원천기술 특허등록 완료(국내)

2017. 10.

서울시 택시 음파결제 서비스 상용화 성공

2018. 10.

신 소프트웨어 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9. 04.

신한 퓨처스랩 5기 선정

 제휴기관

신한카드, 티머니

단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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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단솔플러스의 HETAwave는 세계 최초의 멀티 주파수 다중 프레임 전송 방식입니다.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특허가 등록되었고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HETAwave는 별도의 보정기술 사용으로 음파를 송신하는 송신기가 따로 필요 없이 흔히 사용하는 스피커에서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18.5KHz ~ 19.5KHz 대역의 음파를 송신 할 수 있습니다. 수신하는 기기에서 회당 
0.05초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소 3회에 걸쳐 데이터 무결성을 체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음파통신(2진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당 12자리 데이터를 한번에 처리하는 빠른 속도와 헤더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음파간의 간섭이 없으며 전송주파수 변형을 통한 암호화를 옵션으로 막강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기업명 달마다 영문명 dalmada

대표자명 김세진 설립일자 2019. 09. 02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홈페이지 www.dalmada.co.kr 이메일 talhwan@hotmail.com 대표번호 070-4384-7114

담당자 연락처 070-4384-7114 담당자 이메일 talhwan@hotmail.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월별 비용 결제 
알림 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달마다는 월별 비용을 지불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관리할 내용에 대하여 등록하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매월 혹은 매주 비용을 
지불받아야 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합니다. 사용자는 이 알림을 받고 즉각적으로 
모바일 혹은 피씨 웹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19. 09.

설립일

2020. 01.

서비스 출시 예정

 제휴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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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건물이나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월별 비용을 걷어야 하는 관리자는, 구획별 혹은 서비스 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걷어야 하는 일정과 비용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며 고객들은 링크 내에서 편리하게 비용을 결제하고 자신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별, 서비스 별 이용하는 고객들끼리 커뮤니티 등을 제공, 관리자는 쉽게 공지사항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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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더문컴퍼니 영문명 themooncompany

대표자명 강무빈 설립일자 2018. 03. 0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위워크 12층 126호

홈페이지 tmcowork.com 이메일 tommykang
@tmcowork.com 대표번호 010-9609-6919

담당자 연락처 010-9609-6919 담당자 이메일 tommykang@tmcowork.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문컴퍼니는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으로 전문 
컨설팅, 연구 및 개발, 교육, 그리고 마케팅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자유규제특구 세부사업 
제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 블록체인 밋업’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해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기관, 기업 및 대중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부산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8. 03. 회사설립

2018. 05. 부산블록체인연구회설립, 스터디그룹운영

2018. 08. 제 1회 부산블록체인밋업 개최

2018. 09. 부산블록체인협의회 사무처

2018. 09. 부산블록체인연구학회 설립

2018. 09. 부산창업카페교육 '차근차근 블록체인' 
교육프로그램

2018. 10. 제 2회 부산블록체인밋업 개최

2018. 12. 제 3회 부산블록체인밋업 개최

2019. 01. 부산블록체인 연구학회 6주특강

2019. 04. 부산시 블록체인 자유규제특구 세부사업 
진행

2019. 05. 부산블록체인밋업 x TEZOS 개최

2019. 07. 부산블록체인토크 개최

2019. 08. 테조스블록체인캠프in부산 개최(Tezos 
Blockchain Camp)

2019. 09. Digital Asset Exchange Expo 
Community Partner

2019. 11. Blockchain 4 Travel 운영

2019. 11. 부산머니쇼 참가

 제휴기관

부산광역시 핀테크 MOU, 부산정보기술협회

더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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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블록체인 교육, 연구 및 리서치

▶ 2. 부산블록체인밋업 (Busan Blockchain Meetup)

▶ 3. 부산블록체인연구학회 [FRONTIER]

▶ 4. 부산시 블록체인 자유규제특구 1차 세부사업 제안 :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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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더브릿지 영문명 The Bridge

대표자명 황진솔 설립일자 2014. 02. 0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1층

홈페이지 http://www.thebridge
together.com/ 이메일 tbi@thebridgetogether.com 대표번호 070-4063-8767

담당자 연락처 070-4063-8767 담당자 이메일 tbi@thebridgetogether.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임팩트 기부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 브릿지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한 단체다.

문제의식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그들과 연대해 개발도상국 현지인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본의 가치로 평가돼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관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4. 02.

더 브릿지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2015. 05.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

2015. 08.

더 브릿지 미국 법인 설립

2015. 09.

지정 기부금 단체 선정

2016. 05.

자립 프로젝트 14건 진행 완료,

국내외 70개 유관 단체와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7. 01.

UN DPI 협력 NGO 가입 승인

 제휴기관

나눔과기술, 열매나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ec comicoka, Foundation Builder Enterprise,
Goelcommunity, Hana MFI

더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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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더 브릿지는 현지 기업가가 자립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인의 
자립과 수익을 연계해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임팩트 기부(Impact Donation)’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가의 주체적 자립을 돕는 플랫폼으로서, 참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임팩트 기부는 재무적 투자와 기부가 결합된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기부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다. 더 브릿지는 운영 수수료, 임팩트 분석을 무료로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가의 
자립 시에만 자발적 환급금의 50%를 더 브릿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50%는 임팩트 기부자에게 포인트로 
제공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현지 협력 파트너에게 100% 전달한다. 현지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제공받은 기부금의 일부를 더 브릿지에 환급(50~100%)한다. 환급의 50%는 
더 브릿지의 수익으로, 나머지 50%는 기부자들에게 임팩트 포인트로 지급된다. 환급률이 높을수록 현지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곧 현지인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률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해 100% 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모든 제휴 기관의 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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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더블체인 영문명 DoubleChain

대표자명 전삼구 설립일자 2014. 04. 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5 보전빌딩 15층

홈페이지 www.doublechain.com 이메일 info@doublechain.com 대표번호 02-3445-8789

담당자 연락처 010-5644-3737 담당자 이메일 zeze@doublechain.com

종사자 수 28명 자본금 22억 1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R&D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블체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이다.

더블체인의 사업영역은 블록체인 기반 IoT 
상호인증 및 IoT 보안 체계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융합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 시스템 간의 공통 데이터 
관리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교환 및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물류, 의료, 부동산,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등의 
Public & Private Blockchain 융합을 통해 기업의 
블록체인 응용 비즈니스 플랫폼의 컨설팅 및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주)더블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IoT 제어시스템과 방법 등 3건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016년 글로벌SW공모대전에서 자체 
개발한 Crypto currency 전자화폐 플랫폼인 
"더블체인"을 출품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S/W협회 핀테크플랫폼포럼을 
4년 동안 주관하였으며, 우수 포럼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4. 04. 회사설립 ((주)모션트리아이로 창업)

2016. 05. P2P 전자화폐 플랫폼 개발

2016. 11. 블록체인 인증을 이용하는 IoT 기반 사물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2016. 12. (주)더블체인으로 사명변경 현대BS&C와 
          핀테크사업 MOU 체결

2016. 12. '핀테크플랫폼포럼' 2016년 중소SW포럼 
          우수 포럼 선정

2016. 12. 블록체인 플랫폼 ‘더블체인’ 
          글로벌SW공모대전  - 미래부장관상 수상

2016. 12. 대표이사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2017. 12. 벤처기업 인증

2018. 02. 채굴 제한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블록윈도우 모듈 및 관리 서버 
          그리고  거래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2018. 07.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MOU 체결

2018. 08. 양자난수 기반 보안인증을 가진 블록체인 
          코어서버 및 블록체인 보안방법 및 전자
          화폐 거래 시스템 특허 등록

2019. 01.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DNA 100대 혁신
          기업’ Network 분야 선정

2019. 03. APAC CIO Outlook 지 선정 ‘2019년을 
         빛낼 아시아 Top10 블록체인 기업’ 수상

 제휴기관

고려대학교의료원, 딜로이트, 멀티체인, 메가존, 스마트메디, 예스페이, 이투데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크립토밸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ccubit, MobileBridge

더블체인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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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더블체인이 선보인 Hdac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IoT Transaction Innovation 
Platform으로써,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을 결합해 빅데이터를 통해 디바이스 스스로 진화하는 ‘하이퍼 
사물인터넷(Hyper Internet of Things)’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Hdac은 단순한 가치 교환을 넘어 코인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를 제어해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한다. 
3요소 인증(3-Factor Authentication) 및 주소 체계 변경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고, M2M(Machine to Machine)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Connected Society)에서의 디지털 자산 시대를 개척한다. 
Hdac은 안전한 인증, 높은 신뢰성, 다양한 가용성에 기초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간 상호 인증 체계를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의 사물인터넷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인증된 블록체인 노드, 사용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들을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권한이 부여된 게이트웨이 혹은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계약을 암호화해 전송한다.

▶ EVA(Enterprise Virtual Account)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지원하는 핀테크 솔루션이다. B2B, B2C 서비스를 할 
수 있는 Rest API를 제공하여 P2P서비스, 에스크로, 환전, 기타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Policy)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 및 예금 서비스가 
가능하다.

▶ 최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Test-Net을 오픈한 OASISBloc은 다양한 산업별 도메인에서 발생되는 실제 
데이터와 자산을 연계시켜주고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이다. 이는 특정 산업 
도메인에 한정된 현재의 데이터 거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적 한계를 넘는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각 산업간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와 협력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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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더재무컨설팅 영문명 THE JAEMU CONSULTING 
Co., Ltd.

대표자명 강신영 설립일자 2015. 03. 16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wework 12층 116호

홈페이지 www.thefc.co.kr 이메일 master@thefc.co.kr 대표번호 051-783-7579

담당자 연락처 051-783-7579 담당자 이메일 master@thefc.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2,500만원

주요 서비스 재무디자인/재무계산기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재무컨설팅은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2015년 설립되었다. 2018년 11월 자산관리 
앱 '재무디자人'(재무디자인)을 출시했다.

재무디자인은 공인인증서 없이 ARS 인증만으로 
은행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설계 플랫폼이다. 

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도 
안내해준다.

또한 재무 목표 설정 기능을 탑재했다. 내 집 
마련이나 자동차 구매, 여행 등의 재무 목표를 
정하고 계좌를 연동하면 달성률은 그래프로 나타나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혼자서 하는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 재무설계사와의 1:1 매칭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2015. 03.

회사 설립

2017. 10.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장려상

2017. 12.

핀테크 공모전 우수상

2018. 11.

일반인용 안드로이드 APP출시

2018. 12.

재무설계사용 WEB 출시

2018. 12.

핀테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특별상

2019. 02.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9. 02.

특허 등록

 제휴기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감정원

더재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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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더재무컨설팅은 재무설계 플랫폼인 '재무디자인(재무디자人)'을 개발하였다. 일반인 누구나 셀프 자산관리 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용과 재무설계사들이 고객과 상담 시 활용 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용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재무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인의 은행과 증권사에 있는 금융자산을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다.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본인 계좌를 연동하여 재무목표 달성률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배우자(커플)연동을 통해 부부가 같이 자산관리를 하거나 커플들이 커플통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14가지 언어를 지원해 국내에 거주하고 은행 계좌가 있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손쉽게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90

기업명 더치트 영문명 THECHEAT CORPORATION

대표자명 김화랑 설립일자 2012. 03. 14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비217호

홈페이지 https://thecheat.co.kr 이메일 partner@thecheat.co.kr 대표번호 02-1661-1431

담당자 연락처 0507-1278-1109 담당자 이메일 partner@thecheat.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6,1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치트는 2006년 1월에 비영리로 개설된 국내 
최초의 집단지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이다. 

금융사기에 사용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의 재사용을 
신속히 방지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대포폰/대포통장의 재사용을 방지하며, SMS인증, 
계좌인증, 간편결제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12년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와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회사, 네이버 등 포털기업 및 toss, 핀크 
등 핀테크 기업에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 01.

더치트 서비스 런칭

2011. 11.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2. 03.

법인 설립

2012. 11.

서울시청년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2015. 05.

기업은행, 우리은행과 사기방지 업무 MOU 체결

2015. 12.

SKT에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제공

2016. 08.

기업은행에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제공

2017. 01.

네이버에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제공

 제휴기관

기업은행,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신한금융투자, LGU+, 케이뱅크, SK텔레콤

더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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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개인은 더치트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실시간 금융사기 방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2. 기업은 더치트가 제공하는 금융사기 방지 API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3. 금융사기 방지 API 사용 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가입 및 송금 시 사기 주의자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4. 매년 증가하던 인터넷사기 피해는 더치트의 등장과 함께 4분의 1정도 감소되는 효과('2006)가 있었으며, 일 
1만건 이상의 사기 방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2019)

▶ 5.  관련 피해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 비금융CB 및 금융사기전문CB 영역에서 주목 받고 있다.

가상통화



92

기업명 더페이 영문명 The Pay Inc.

대표자명 조병찬 설립일자 2013. 03. 0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1034호

홈페이지 http://www.thepay.kr/ 이메일 help@thepay.kr 대표번호 02-753-0103

담당자 연락처 010-3565-7829 담당자 이메일 twinbong@thepay.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5억 9,400만원

주요 서비스 문자 알림 결제, 
Table Pay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더페이는 가맹점에는 보다 낮은 수수료로 수납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에게는 좀 더 유용한 
방식으로 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다.

2013년 더피엘씨라는 사명으로 설립했으며, 
2017년 1월 더페이로 개명했다.

더페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팀원 대부분이 카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급·결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핀테크의 시작은 ‘금융나눔’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카드, 결제 및 전자금융 전문가들이 
시장친화적인 O2O(Online-to-Offline) 결제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KB 스타터스밸리(KB 
Starters Valley) 육성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17년 9월부터 핀테크 육성 공간인 
‘KB 이노베이션허브’에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2013. 03.

법인 설립

2014. 06.

결제 겸용 멤버십 카드 출시

2014. 11.

한국 벤처기업 인증

2016. 03.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2016. 11.

학원비 및 여행 경비 문자 알림 결제 개시

2017. 01.

사명 변경(더피엘씨→더페이)

2017. 03.

내일투어 및 대명투어몰과 여행 경비 문자 알림 
결제 계약 체결

2017. 08.

한국벤처투자에서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 유치

2017. 09.

KB금융그룹 핀테크 육성공간 "KB 이노베이션HUB" 입주

 제휴기관

내일투어,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오케이포스, 전북은행,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더페이



93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더페이에서 제공하는 문자 알림 결제 서비스는 결제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도 문자로 내용을 전송받아 곧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학원비나 여행 경비 결제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결제 프로세스는 ‘청구서 문자 알림→내역 확인 약관 동의→APP 카드 결제하기→결제 비밀번호 입력→결제 
완료’로 이뤄진다. 앱을 설치할 필요 없고, 회원 가입도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여기에 안전성도 높였다.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전화로 카드 정보를 불러줄 필요 없이 
본인에게 전송된 문자 알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경제성도 장점이다. 혜택이 많은 카드를 즉시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다. 테이블페이는 계산대에서 줄을 서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치페이 시에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결제 과정은 ‘앱카드 QR 읽기→내역 확인 인원수 세팅→동의하고 
결제하기→앱카드 결제하기→결제 완료 영수증 받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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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이터앤애널리틱스 영문명 DNA

대표자명 김경수 설립일자 2015. 09. 16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54번길 5-4, 3층

홈페이지 www.dna.uno 이메일 info@dna.uno 대표번호 031-282-1357~9

담당자 연락처 010-9206-1215 담당자 이메일 me.jeon@dna.uno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FASST,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데이터앤애널리틱스는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을 
엔진으로 활용해 금융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엔진을 이용해 
많은 사람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한다.

데이터앤애널리틱스 고유의 공학적 접근으로 금융 
상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다. 세분화된 고객 
성향과 독특한 금융 상품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설립된 데이터앤애널리틱스는 코스콤, 
SK증권 등과 협력을 체결하는 한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5. 09.

회사 설립

2015. 12.

코스콤과 양해각서 체결

2016. 04.

스위스 헤지펀드사 MAHRBERG와 협업 시작

2016. 04.

SK증권과 양해각서 체결,
신한은행 S로보플러스 서비스 론칭

2016. 06.

신한은행에서 5억원 투자 유치

2016. 11.

신한금융투자와 엠폴리오 서비스 론칭,
JB금융그룹 글로벌 해커톤 입상

2017. 03.

미국 시장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베타서비스 론칭

2017. 04.

금융위 소관 2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가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한국펀드평가, KDB대우증권, MAHRBERG

데이터앤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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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데이터앤애널리틱스의 자체 브랜드인FA$$T(Financial AI a$$et allocation Technology)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FA$$T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중국 3개 
시장의 전체 금융 상품(주식, 펀드, ETF/ETN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의 금융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연산 및 학습 과정을 마쳤으며, 다양한 시장 간 금융 상품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도 제공할 수 있다. 최대 40개의 세분화된 고객 성향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공급한다. 기존 
5~6개의 고객 성향에서 더욱 세분화된 성향 분석으로 타사 대비 좀 더 정밀하게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일괄 리밸런싱이 가능하며, 증권사와 계좌 잔고를 연동해 기존 보유 상품에 대한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도 있다. 
3분마다 한 번씩 전체 금융 상품에 대한 학습 및 연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산으로 고객에게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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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이터유니버스 영문명 DATA UNIVERSE

대표자명 강원석 설립일자 2018. 06. 1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ework(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www.datauniverse.co.kr 이메일 biz@datau.co.kr 대표번호 010-2170-1479

담당자 연락처 010-2170-1479 담당자 이메일 wskang@datau.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피싱보호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데이터유니버스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은 국내/해외 신종금융사기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신종금융사기 및 시기별 발생 
가능한 사기를 예측, MMS, SMS, Push Message 
형태로 고객에게 알려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분석 외에 다양한 신종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기술들로 최적화되어있습니다.

2018. 06. 주식회사 데이터유니버스 설립

2018. 10. SK텔레콤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8. 11. NH농협은행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8. 12. 농협중앙회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8. 12. KT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9. 02. LGU+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9. 02. NH농협은행 핀테크혁신센터 입주기업 선정

2019. 03. 우리은행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

2019. 04. 안랩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9. 05. 한화 드림플러스 엑셀러레이팅 
          핀테크분야 선정

2019. 05.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센터 
          금융사기예방 공동 연구 협약 체결

2019. 06. 더치트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9. 09.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선정

2019. 10. IMBC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업무 
          제휴 계약 체결

 제휴기관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카드, KT, LGU+, NH농협은행, SK텔레콤

데이터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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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는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국내외 인터넷(SNS, 뉴스 등) 상에 있는 사기 관련 
빅데이터와 금융기관과 제휴기관 등에 신고된 사기 데이터의 결합 분석을 통한 ‘최신 및 주요 사기 유형 
알림’과 ‘의심번호 통화 중 단계별 경고’, ‘가족보호 알림’, ‘악성앱·원격제어앱 탐지’, ‘피싱·해킹 보상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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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이터히어로 영문명 DATAHERO

대표자명 김인중 설립일자 2019. 09. 0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12F

홈페이지 http://www.datahero.co.kr/ 이메일 good@datahero.co.kr 대표번호 02-6225-2300

담당자 연락처 02-6225-2300 담당자 이메일 good@datahero.co.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5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데이터 
서비스, 자동화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데이터히어로는 사람들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압박과 정보의 한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히어로는 가치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가공하고, 선별해 제공합니다.

우리는 투자(재테크), 취업, 교육(입시), 부동산 등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부문은 로보어드바이저, 데이터 서비스, 
자동화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2019. 09.

데이터히어로 설립

2019. 09.

핀테크산업협회 정회원

2019. 12.

미국주식 데이터 서비스 '미식가' 출시

2019. 12.

미국주식 종목분석/추천 '월가의대가' 출시

 제휴기관

뉴스핌, 씽크풀, 아시아경제, 에프앤가이드, 인포스탁데일리, FNGO, Qundl

데이터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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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로보어드바이저] 

국내 상장사 재무 데이터, 미국 주식 데이터, 산업 데이터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알고리즘에 
따른 금융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는 예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는 빅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투자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데이터 서비스] 
좋은 분석은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2,000여개 국내 상장사 재무 데이터, 
5,000여개 미국 주식 데이터, 960여개 산업 데이터를 통해 투자전략을 결정하고 좋은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각화 차트와 분석에 따른 스크리닝 도구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검증된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통해 투자기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화 콘텐츠 서비스] 
자동화 콘텐츠는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기업의 실적, 
공급계약, 시설투자 등 주식 부문은 물론 부동산, 취업 등 데이터에 근거한 자동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플랫폼] 
잘 정리된 데이터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 
가공, 해석해 정제된 데이터로 다시 저장합니다. 증권, 재테크, 취업, 부동산, 입시 등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 우리는 정제한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한 기업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은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고,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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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일리금융그룹 영문명 DAYLI Financial Group

대표자명 신승현 설립일자 2015. 02. 1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18층

홈페이지 www.daylifg.com 이메일 info@daylifg.com 대표번호 02-6105-7000

담당자 연락처 02-6105-7033 담당자 이메일 ys.ji@daylifg.com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8억 2,900만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기반 데이터분석, 

로보어드바이저,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데일리금융그룹은 2015년 2월에 설립된 종합 
핀테크 기업이다.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금융플랫폼,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 02. 데일리금융그룹 법인 설립

2016. 04. 머니랩스, 국내최초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브로콜리 출시

2016. 11. 디레몬, 디지털 보험 매니저 레몬클립 
         서비스 출시

2017. 02. 데일리인텔리전스, 실용 인공지능 브랜드 
          다빈치(DAVinCI)론칭

2017. 12. 데일리금융그룹, 일본SBI그룹 및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 완료
          (SeriesB, 금액비공개)

2018. 03. 디레몬, 국내 대형 보험사 대상 블록체인 
          기반 보장솔루션 제공

2018. 04. 쿼터백, 인공지능 자산관리 앱서비스 
          '로보플래너' 출시

2018. 10. 데일리금융그룹, 삼정KPMG 올해 최고의 
          핀테크기업(2018 Fintech 100)선정

2018. 11.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발 – 핀테크 
          어워즈’에서 글로벌 경쟁부문 top 10 선정

2018. 12. 데일리금융그룹, '핀테크 산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9. 04. 쿼터백, 국내 첫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비대면 투자일임 출시

2019. 10. 머니랩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휴기관

나이스평가정보, 메리츠화재, 부산은행, 삼성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티피뱅크,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데일리금융그룹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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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데일리금융그룹은 종합 핀테크 기업을 표방하며, 주요 자회사로 데일리인텔리전스, 아이콘루프, 쿼터백자산운용, 
코인원, 머니랩스 등을 두고 있다.
데일리인텔리전스는 금융권에 특화된 실용 인공지능 솔루션인 다빈치(DAVinCI)를 공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빈치랩스는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해 실제 손익에 기여하고, 다빈치 
애널리스트 및 다빈치봇은 금융기관의 단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다. 다빈치 빅데이터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 
DB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인 루프체인(loopchain)을 기반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 쿼터백은 머신러닝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인원은 

 거래소를 운영하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머니랩스는 브로콜리 서비스를 통해 개인 
자산관리에 대한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개인화 사업 모델을 확보했다. 디레몬은 고객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보험 조회, 비교, 추천, 분석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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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일리펀딩 영문명 Dailyfunding Corp.

대표자명 이해우 설립일자 2017. 05. 2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13층(논현동,어반하이브)

홈페이지 https://www.daily-funding.com/ 이메일 contact@daily-funding.com 대표번호 02-562-9666

담당자 연락처 070-4904-3388 담당자 이메일 jongwan@daily-funding.com

종사자 수 25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데일리펀딩은 개인 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업체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가 선별하는 우량의 금융 상품에 1만원부터 
투자가능하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업계에서 최단기간(약 26개월)에 누적대출액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누적대출액 3,0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중 유일하게 연체율 0%를 
유지하는 등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에 
입점해 P2P투자서비스를 제공, 현대해상과 협업해 
투자와 보험을 융합한 ‘데일리 보험’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잔돈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티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와 제휴해 잔돈P2P투자, 
로보어드바이저 연계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과 ‘사회혁신 익스턴십’ 
협약을 맺고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소셜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핀테크의 사회적 성과 
창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데일리펀딩은 내일의 금융을 말합니다”

2017. 05. 회사 설립

2017. 08. 데일리펀딩 1호 투자상품 출시

2017. 12. 금융감독원 등록 완료

2018. 0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18. 12. 기업연구소 설립

2019. 01. "데일리케어" 부동산 개발 컨설팅서비스 론칭

2019. 06. "2년 연속"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19. 07. SSGPAY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서비스

2019. 08. 현대해상 MOU

2019. 09. 데일리보험 서비스 출시

2019. 09. 연세대,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협력

2019. 10. 업계최단기간 누적투자액 3000억 돌파

2019. 10. 잔돈금융 티클 MOU

2019. 11. AI솔루션 크래프트 MOU

 제휴기관

나이스평가정보, 법무법인현, 신세계페이, 에이펙스, 연세대학교, 페이코, 피델리스자산운용, 
한국경제TV, 현대해상화재보험, 회계법인현

데일리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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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데일리펀딩은 종합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매출채권, ABL 
등을 취급하며 부동산·금융분야의 전문인력이 상품을 엄격하게 선별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또한 비대면·무방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번거로운 현장 방문 없이 플랫폼 내 
대출신청과 전자계약, 온라인등기로 대출 전 과정을 단 하루 만에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의 
적합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직접 개발한 자동심사산식을 활용해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안정적인 한도범위를 도출한다. 투자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채권 부실발생 시 담보 환가 
후 적립금 10억원 범위 내 손실원금의 90%를 보전하는 투자자보호장치 ‘데일리안심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 및 부실 0건으로 단 한 번의 적립금 사용 없이 적립금 1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해상과 함께 투자와 보험을 융합한 ‘데일리보험’서비스를 개발했다. 데일리펀딩 
상품 투자 시 교통사고, 강력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한 
금융 서비스 및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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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두나무 영문명 DUNAMU

대표자명 이석우 설립일자 2012. 04. 0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5층

홈페이지 www.dunamu.com 이메일 kate@dunamu.com 대표번호 010-8633-5768

담당자 연락처 010-8633-5768 담당자 이메일 kate@dunamu.com

종사자 수 152명 자본금 21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가상통화 거래소, 
증권 정보 서비스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두나무는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와 증권 정보 
서비스 증권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04.

두나무 주식회사 설립

2014. 02.

증권플러스 for kakao 런칭

2015. 09.

다음금융 서비스 일임계약

2016. 03.

증권플러스 for kakao -> 카카오증권 공식 명칭 변경

2016. 10.

카카오증권 MAP 서비스 런칭

2017. 04.

카카오증권 -> 카카오스탁 공식 명칭 변경

2017. 10.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출범

2018. 03.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 설립

2018. 05.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 람다 256 설립

2018. 05.

국내 최초 가상통화 인덱스 '업비트 가상통화지수(UBCI)' 오픈

2018. 06.

업비트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공개

2018. 09.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 개최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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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신뢰받는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는 증권사 MTS 수준의 안전한 거래와 실시간 코인 동향 및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플러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시세와 다양한 
주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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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두리 영문명 Doore

대표자명 오명진 설립일자 2015. 12. 28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714호

홈페이지 http://www.dadais.kr/ 이메일 dadais@doore.link 대표번호 070-4327-7680

담당자 연락처 010-9289-2844 담당자 이메일 mjoh0213@doore.link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보험 플랫폼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두리는 P2P보험 전문 기업이다.

두리는 국내 최초 P2P보험 '다다익선'을 출시했다. 
다다익선은 동일 위험에 대해 그룹을 형성하고 
일정 수 이상의 멤버가 모이면 보험사에 직접 
보장내용 및 가격을 협상해 가장 좋은 혜택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존 보험채널이 이미 정해 놓은 가격의 비교를 
통한 상품 추천에만 집중하는 반면, 다다익선은 
집단구매력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2016년 11월, 펫보험 상품 론칭을 시작으로 멤버를 
모집했으며, 자동차 보험, 생활체육 보험 등 
본격적으로 P2P보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2015. 12.

회사 설립

2016. 11.

P2P보험 다다익선 출시

2017. 05.

보험상품비교 및 정보제공방법 특허 획득

2017. 10.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7개사 제휴

2018. 06.

하나금융티아이 전략적 투자유치

 제휴기관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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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에서 제공하는 '다다익선'은 소비자 중심의 P2P보험 서비스이다. 다다익선은 전체 보험시장 영역 중, 
해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나 국내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 일반보험 시장을 주 무대로 하는 서비스로, 
소비자 니즈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보험사와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적은 수수료와 높은 마케팅 
비용에 포기한 판매자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다다익선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 
집단을 모집하여, 잠재되어 있던 보험 니즈를 반영하고, 집단구매력을 통하여 보험사들을 움직여 가장 적합하고, 
좋은 조건의 가격과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사는 손쉽게 신규 시장의 창출을, 소비자는 편하고 쉽게 가장 높은 
질의 보험서비스를, 판매자는 마케팅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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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두물머리 영문명 Doomoolmori. Co., Ltd.

대표자명 천영록 설립일자 2015. 09. 3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1 BR엘리텔 A동 403호

홈페이지 https://doomoolmori.com 이메일 finance@doomoolmori.com 대표번호 02-6015-4300

담당자 연락처 02-6015-4300 담당자 이메일 cjkim@doomoolmori.com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7,000만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두물머리는 ‘금융과 정보 기술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담아 두물머리라는 지명을 회사명으로 
정했다. ‘양수리’라고도 불리는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을 일컫는다.

일반인이 받기 어려웠던 전문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정보 기술을 활용해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물머리는 로보어드바이저인 ‘불리오(Boolio)’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 마련한 
펀드 코치 서비스인 불리오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펀드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다.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B2C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지향한다.

불리오는 어디에 왜 투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묻지마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투자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ELS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ELS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 09.

법인 설립

2016. 07.

주가연계증권 비교분석 서비스 ELS리서치 출시

2017. 01.

로보어드바이저 불리오 출시, 신한금융그룹 퓨처스랩
(Future’s Lab) 선정

2017. 04.

더터닝포인트 등 기관 투자 유치

2017. 07.

키움증권×불리오 서비스 출시

2017. 08.

동부증권과 양해각서 체결

2017. 09.

고려대학교인텔리전스랩과 양해각서 체결

 제휴기관

동부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신한퓨처스랩, 키움증권, 펀드슈퍼마켓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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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물머리가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 펀드 추천 및 관리 서비스인 불리오는 연 8%의 수익을 달성하는 '안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표방한다. 어디에 투자할지, 언제까지 투자하고 언제 나올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펀드를 선별, 제시한다. 불리오 사용자 10명 중 9명은 불리오의 서비스를 만족하고, 이 중 3명은 
불리오로 인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불리오는 트레이더 출신의 금융인과, 인공지능 및 통계 
전문가들이 고객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다. ELS리서치 서비스는 ELS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한다. ELS를 비교하고 점수화해 보여줄 뿐 아니라 ELS의 포트폴리오 관리 툴도 제공한다. ELS 
시장의 성장에 따라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격 산정과 확률 계산, 비교 분석해주는 곳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선보이게 된 차별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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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드림앤하비 영문명 dream&hobby. Co., Ltd.

대표자명 손무희 설립일자 2018. 05. 25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 307호

홈페이지 www.semmate.com 이메일 duodnh@gmail.com 대표번호 010-5445-5310

담당자 연락처 010-3265-0632 담당자 이메일 duodnh@gmail.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기업자금관리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드림앤하비는 기업자금관리 전문서비스업체로 
회사의 매출, 매입,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기업의 현재 자금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각종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05.

주식회사 드림앤하비 설립

 제휴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드림앤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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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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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레몬 영문명 D.LEMON Inc.

대표자명 명기준, 신승현 설립일자 2015. 05. 1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6층(여의도동, 한국휴렛팩커드빌딩)

홈페이지 www.dlemon.co.kr 이메일 lemonclip@dlemon.co.kr 대표번호 02-6105-7099

담당자 연락처 02-6105-7099 담당자 이메일 cylee@dlemon.co.kr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보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소비자와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레몬은 공급자 중심의 보험 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변화시키고 현재의 보험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험업계 출신의 
인력들이 2015년 5월에 설립한 
인슈어테크(insurtech) 스타트업이다. 디레몬 
사명에 포함된 ‘d’는 맛있다는 뜻의 영어단어 
‘딜리셔스(delicious)’의 이니셜로 보험소비자에게 
맛있고 유익한 ‘레몬(보험)’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레몬은 레몬클립과 레몬브릿지 App을 통해 보험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에는 올바른 보험의 
활용방법과 기초 핵심 상품 추천 및 최저가 가격을 
알려주고, 가입 이후에는 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분석해 주거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등 디지털 보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교보생명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중 보험업권 시범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에서 디레몬은 사물인터넷 간편 인증과 
블록체인, 스마트 보험 조회 엔진 등을 융합해 
‘개인 맞춤화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현했다. 이러한 국책과제의 성공적인 R&D 수행 
및 상용화 기술력을 레퍼런스로 인정받아 현재 
Major급 전 보험사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다.

2015. 05. 법인설립

2016. 12.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및 보험계약 
          통합조회 자동화 서비스 ‘레몬클립’ Web, 
          App 런칭

2017. 02. 보험설계사 고객관리 솔루션 ‘레몬브릿지’ 
          솔루션 출시

2017.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2017년 블록체인 분야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자로 선정 
          (스마트 보험조회 엔진을 활용한 개인 
          맞춤화 보험서비스 제공, 교보생명과 
          공동 수행)

2017. 08. 서울시 주최, 서울산업진흥원 주관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자로 선정 
          (인공지능 기반 보험추천 서비스 R&D)

2017. 08. 2017년 매경 핀테크어워드 대상

2017. 09. 벤처기업 인증 획득, 서울혁신챌린지 지원 
          기업 선정

2018. 02. 레몬브릿지 솔루션 보험사 공급 개시

2019. 06. 서울시 제2핀테크랩 입주사로 선정

2019. 09. 특허 『보험료 캐시백 제공 장치 및 방법』 
          등록 완료

 제휴기관

데일리금융그룹, 리비, 한국정보화진흥원, 희남 

디레몬



113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디레몬의 레몬클립 및 레몬브릿지 App은 보험소비자의 상품 탐색/가입 단계, 유지, 청구 단계 각각에서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보험사의 정보를 소비자에 전달하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서 앱 다운로드 누적 약 150만 명을 달성하였음.

▶ 디레몬 서비스는 보험사-소비자-디레몬 3자가 서로 연결된 구조로 소비자에게는 보험의 선택, 유지, 활용에 
도움을 주고 보험사에게는 영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고객관리를 지원하는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모델임. 
최신의 자동정보 수집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보유한 모든 보험(총 40여개 보험사 
및 공제회, 우체국 등 보험계약 전체 대상)의 최신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기술을 2016년 11월 
국내최초 개발 및 상품화함. 2017년 5월, 상기 기술에 의해 조회한 고객 data에 가공 및 정제 작업을 실시하여 
고객의 보장분석 내용을 보험사의 보장분석시스템에 자동 입력 연결하는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에게 제공함.

▶ 디레몬은 자체 기술력으로 특허 1건 등록, 2건을 출원하였으며, 특히 등록된 특허 1건은 P2P보험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며, 등록번호 10-2022105 『보험료 캐시백 제공 방법 및 시스템』으로서, 보험료 캐시백 Pool을 
조성하여 청구금액이 미리 설정된 금액 이하일 경우 적립된 Pool을 환급하여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제공하는 
P2P 보험 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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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렉셔널 영문명 Directional Inc.

대표자명 이윤정 설립일자 2018. 08. 1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6층 110호

홈페이지 www.directional.net 이메일 help@directional.net 대표번호 070-5208-8457

담당자 연락처 070-5208-8457 담당자 이메일 help@directional.net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P2P 
주식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거래 
플랫폼으로서 현재 국내 주식대차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차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증권사를 통해 낮은 요율에 수동적으로 
대여를 하던 대여자들은 직접 대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빌리기 어려웠던 
개인투자가들은 주식 차입의 기회를 갖게 되어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있게 된다.

2019년 8월 5일 신한금융투자를 이행관리자로 
하여 플랫폼을 런칭하였다.

P2P 형태로 주식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서비스 
제공 경험과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018. 04.

팀빌딩

2018. 08.

한국법인 설립

2018. 10.

신한금융투자와 MOU 체결

2019. 0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9. 05.

신한금융투자와 서비스 런칭을 위한 계약 체결

2019. 06.

NH 투자증권과 MOU 체결

2019. 08.

디렉셔널 서비스 런칭

2019. 12.

코스콤과 MOU 체결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코스콤, NH투자증권

디렉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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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디렉셔널 플랫폼은 중간 브로커를 배제하여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차단하며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대차요율을 형성하고 P2P 형태로 대차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이행관리자인 증권사와의 협력 
구조로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주식과 현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참가자 자산은 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에서 보관하고 있다.
주식 매매시장의 거래 방식을 응용한 실시간 호가 테이블 기반 주식대차거래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의 거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참가자들의 주식 보유상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식만 호가 테이블에 올릴 수 있고 주식 
대차 매칭과 동시에 대상 주식이 락업되고 디렉셔널과 증권사가 주식 이관 시까지 실시간 공동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결제 불이행을 방지한다.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거래 정보가 기록되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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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리아 영문명 DIREA Co., Ltd.

대표자명 배현기 설립일자 2000. 05. 2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광일빌딩) 6층 디리아

홈페이지 www.direa.co.kr 이메일 bdchung@direa.co.kr, 
sales@direa.co.kr 대표번호 02-562-7132

담당자 연락처 02-562-7133 담당자 이메일 smgoo@direa.co.kr

종사자 수 52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리아는 2000년 5월에 설립된 채널 연계 및 
금융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한 10개의 자체 
솔루션(대내외 MCA, EAI, ACH솔루션, 지급결제, 
프레임워크, 펌뱅킹 솔루션, 전문 기반 시뮬레이터, 
TP-Monitor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널 로그 분석을 통해 장애 예측, 이상 
거래 탐지 등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글로벌 진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금융권 고객사는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롯데카드, 메리츠화재, 신한캐피탈 등이다.

2000.

법인 설립

2005.

CruzTP v1.0 TP-Monitor 솔루션 출시

2006.

CruzTP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GS인증)

2007.

국제 IT 표준인증 CMMI Maturity Level 2 획득

2013.

중소기업청 주관 ‘2013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선정

2014.

모로코 IT 컨설팅 기업 ‘2WLS’와 양해각서 체결

2017.

미래창조과학부 GCS 사업 선정

2018.

수협은행 펌뱅킹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K뱅크 법인시스템 구축(펌뱅킹)

 제휴기관
경기도, 교통은행, 롯데카드, 미래에셋증권, 수협,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한국철도공사, 행정자치부, NH농협은행

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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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디리아는 자체 개발한 연계 솔루션으로 다양한 고객의 시스템 채널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 기업이다. 
크루즈링크(CruzLink)는 서로 다른 채널과 시스템별로 중복 구축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인터페이스 방식, 데이터 형태의 표준화를 통해 통합 환경을 구축해주는 옴니채널 환경 구현을 지원한다. 
지급결제 프레임워크인 크루즈FW(CruzFW)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동시에 통합관리 방안을 통해 기업 전략을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펌뱅킹 솔루션인 크루즈펌(CruzFirm)은 대외 기관과 코어뱅킹 시스템 간 대량 이체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자급 수납 및 지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 기반 시뮬레이터인 
크루즈심(CruzSim)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언제든지 실제 운영 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종단 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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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비체인 영문명 DB Chain

대표자명 김석진 설립일자 2019. 01. 0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3504호

홈페이지 http://db-chain.co.kr 이메일 ksj4628@gmail.com 대표번호 051-784-7257

담당자 연락처 051-784-7257 담당자 이메일 chiaki2902@gmail.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개발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비체인은 블록체인의 실 생활화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모델을 
실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된 보안 기술 및 
데이터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01.

리눅스 분산 서버 시스템 개발

2016. 05.

블록체인 NOD 검증 장치 독자 작업증명방식 
시스템 개발

2016. 08.

IOT 및 AI 개발, 빅 데이터 연결 플랫폼 구축

2017. 04.

블록체인 NOD 검증 자동화 관리 개발

2017. 06.

작업증명방식(POW) 해쉬 파워 전용기계 개발

2018. 03.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 연구

2018. 07.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접목

2019. 01.

㈜DB CHAIN 법인 설립

디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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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데이터 마이닝 기술 : 많은 데이터 가운데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 텍스트 마이닝 :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목적으로 사용

▶ 인공지능 & IOT : 각종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분석 및 원격조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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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영문명 December & Company Inc.

대표자명 정인영 설립일자 2013. 08. 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15층

홈페이지 www.dco.com 이메일 inquiry@dco.com 대표번호 02-6959-2820

담당자 연락처 070-4337-6211 담당자 이메일 jy.lee@dco.com

종사자 수 40명 자본금 95억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기술을 통해 
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간다’는 비전으로 
설립된 기술기반 자산운용회사이다. 

정교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 고객들을 위하여 쉽고 
간편한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개발한 금융투자 플랫폼 PREFACE 와 
인공지능 투자 엔진 ISAAC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모바일 기반 비대면 투자일임 핀테크 서비스 
핀트(Fint)를 출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3. 08.

디셈버앤컴퍼니 설립

2016. 03.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2016. 03.

로보어드바이저 엔진을 활용한 투자일임상품 출시

2016. 11.

신한은행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M폴리오
(현 쏠리치) 서비스 시작

2017. 04.

로보어드바이저 1차 테스트베드 통과 
(ISAAC 자산배분 국내형/해외형)

2017. 12.

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통과 
(디셈버 미국주식 솔루션)

2018. 05.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8. 07.

사명 변경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 →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2019. 04.

핀트(Fint) 어플리케이션 출시 –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2019. 10.

전자금융업 등록

 제휴기관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은행, 유진자산운용, KB증권,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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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모바일 기반 인공지능 투자일임 핀테크 서비스인 핀트(Fint)를 출시하여 
서비스 중이다. 핀트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려운 금융투자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이다. 핀트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투자엔진 
ISAAC과 금융투자 플랫폼 PREFACE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고객들은 핀트에 접속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며 운용지시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핀트는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 및 위험 성향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동 리밸런싱을 하여 투자의 사후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중의 일상과 함께하는 종합 핀테크 포털 서비스로 
확장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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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에스솔루션즈 영문명 DSSOULTIONS Co., Ltd.

대표자명 양승화 설립일자 2015. 12. 1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12층 (주)디에스솔루션즈

홈페이지 www.vitapay.co.kr 이메일 shyang@vitapay.co.kr 대표번호 02-1688-7155

담당자 연락처 070-7882-3477 담당자 이메일 nseo@vitapay.co.kr

종사자 수 22명 자본금 30억원

주요 서비스 선정산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대금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산 솔루션 
업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별 통합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디에스솔루션즈의 선정산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원활한 상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

공급망금융 최대의 IT 정보기술과 기술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SK엠앤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체결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

2015.

디에스솔루션즈 서비스 시작

2016.

SC제일은행 비타페이 서비스 계약체결

2017.

웰컴저축은행 비타페이 서비스 계약체결 인터파크 
비즈마켓 선정산 서비스 제휴

2017.

대한민국 우수기업 핀테크 부분 대상

2018.

KB국민은행 비타페이 서비스 계약체결

2018.

옐로페이 서비스 제휴

2019.

오프라인 선정산 서비스 확대

 제휴기관

애큐온캐피탈,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SK엠앤서비스

디에스솔루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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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디에스솔루션즈는 통합 정산관리 서비스인 ‘비타페이(VitaPay)’를 제공하고 있다. 비타페이를 통해 지원되는 
선정산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정산일 조정 서비스다. 선정산 서비스는 당장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상품 매입이나 잔금 결제가 필요한 경우, 대금 결제일이 임박한 경우, 특히 높은 매출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하다. 비타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픈마켓의 정산일과는 관계없이 상품 판매 
다음 날 정산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과 무관해 기존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디에스솔루션즈의 
선정산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체 솔루션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만일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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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딥서치 영문명 DeepSearch

대표자명 김재윤 설립일자 2013. 01. 08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07호

홈페이지 www.deepsearch.com 이메일 contact@deepsearch.com 대표번호 070-8711-3338

담당자 연락처 010-3036-4335 담당자 이메일 hjjun@deepsearch.com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8억원

주요 서비스

시장 및 산업분석 등 
리서치 특화 검색엔진,
로보애널리스트 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검색엔진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딥서치는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 등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및 산업분석 
등 리서치에 특화된 검색엔진과 연산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 검색엔진을 통해 
분석하고자하는 주제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연산엔진을 통해 복잡한 연산 
과정을 생략하여 손쉽게 투자 가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몇 번의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13. 01.
딥서치 설립
2016. 01.
스톤브릿지 15억원 투자
2017. 09.
삼성전자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선정
2017. 12.
H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20억원 투자
2017. 12.
나이스평가정보 MOU 체결
2018. 02.
한국투자파트너스 10억원 투자
2018.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08.
딥서치로 사명 변경
2018. 10.
삼성자산운용 MOU체결
2019. 03.
스톤브릿지벤처스 외 3개 기관 30억원 투자
2019. 05.
싱가포르 딥서치 법인 설립
2019. 09.
싱가포르 Plug&Play APAC 2기 선발
2019. 11.
삼성증권, 두나무와 함께 국내 첫 비상장 통합거래 
플랫폼 출시
2019. 12.
'삼성금융 Open Collaboration' 본선 진출 스타트업 선정

 제휴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삼성자산운용

딥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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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DeepSearch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숫자가 아닌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빠르게 연산처리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딥서치는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 대한 최근 30년간의 기업정보, 뉴스, 공시, IR, 증권사 리포트, 
시장 전문가의 분석글, 특허 정보, 신용 정보 등을 가공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범위를 해외 기업, SNS데이터, 제품별 매출 데이터 등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2차전지 등 주제 기반과 재무정보, 임직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과거 성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분석 시 해외기업데이터를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이벤트가 시장,산업,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며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뉴스 혹은 공시가 게재되면 조기경보를 발송합니다. 
서비스 형태가 웹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 플랫폼과 통합할수 있는 엔진의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여 
다양한 내부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금융/대기업/정부기관/운용사/해외 금융기관 등 딥서치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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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딥픽셀 영문명 Deepixel

대표자명 이제훈 설립일자 2016. 05. 2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16층

홈페이지 www.deepixel.xyz 이메일 deepixel@deepixel.xyz 대표번호 02-1644-5496

담당자 연락처 02-1644-5496 담당자 이메일 deepixel@deepixel.xyz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 1,000만원

주요 서비스 AR커머스를 위한 
가상착용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딥픽셀은 컴퓨터비전 및 기계학습 기반의 다양한 
시각 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차세대 AR커머스를 위한 가상 
착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 05.

법인설립

2016. 07.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 보육기업 선정

2017. 07.

K-ICT 본투글로벌 2017년 회원사 선정

2017. 08.

투자 유치 (네이버, D2SF)

2019. 07.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 장려상

2019. 07.

SK텔레콤 5GX Accelerator 공모전 선정

2019. 08.

인공지능기술인증 (한국인공지능협회)

 제휴기관

네이버, 한국인터넷진흥원, K-ICT 본투글로벌, SK텔레콤

딥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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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딥픽셀은 주얼리/엑세서리 AR커머스를 위한 가상 착용 기술인 StyleA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tyleAR을 통해 
고객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이즈, 핏,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가상으로 원하는 만큼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 및 개인화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 영상 기반 메타 데이터(피부색, 얼굴 비율, 손 모양)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고도로 개인화된 최상의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관여도를 증가시키고 최상의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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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라이프가이드 영문명 Life Guide

대표자명 임선규 설립일자 2013. 10. 04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1-2, 3층(신천동)

홈페이지 - 이메일 limseonkyu@gmail.com 대표번호 053-216-2586

담당자 연락처 010-6685-4988 담당자 이메일 limseonkyu@gmail.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4억 2,5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SW개발/공급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라이프가이드는 개인이 올바른 금융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인 재무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다.

개인 재무관리서비스 기반 솔루션 
모이지(MOEZY)를 개발하여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금융상담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이지는 모든 금융거래(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수집/분석하여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생애설계를 
자동으로 완성하여 고객의 재무성향과 목표에 맞는 
맞춤상품을 추천, 가입할 수 있게 하며, 필요시 
거래 금융회사의 전문가와 온라인로 상담할 수 
있게 한다.

모이지는 별도의 구축비 없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종사자 개인의 
이용신청(별도 독립URL신청)만으로 독자적인 
비대면 금융상담/판매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이다.

2013. 10.

라이프가이드 설립

2014. 01.

개인재무관리 앱 “투비리치＂출시

2016. 09.

㈜KOSCOM과 금융 Open API 업무제휴

2017. 09.

엔젤투자(개인투조합)유치 1억원

2017. 10.

㈜KTB 솔루션과 업무제휴 (스마트사인/생채인증)

2018. 02.

메리츠화재(주)와 [건물화재보험 AI 언더라이팅]

공동개발 업무협약

2018. 09.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선정 “화재보험
자동언더라이팅”

 제휴기관

KB생명보험

라이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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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가이드는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세운 소프트웨어 업체로 라이프가이드의 
'모이지(MOEZY)'는 개인재무관리 기반 MyData사업 솔루션이다. 모이지는 별도의 구축비 없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종사자 개인의 이용신청(별도 독립URL신청)만으로 독자적인 비대면 금융상담/판매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이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Add On 
서비스로 탑재되어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예금/대출/펀드 권유 및 가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통합조회, 
재무분석 및 설계, 상품추천, 투자관리 등의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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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라이프시맨틱스 영문명 Life Semantics Corp.

대표자명 송승재 설립일자 2012. 09. 2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3 라이프시맨틱스 빌딩

홈페이지 https://lifesemantics.kr/ 이메일 info@lifesemantics.kr 대표번호 02-1661-2858

담당자 연락처 070-4271-1116 담당자 이메일 info@lifesemantics.kr

종사자 수 56명 자본금 5억 2,400만원

주요 서비스
PHR(개인건강기록) 
플랫폼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 비즈니스 플랫폼과 환자를 위한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 전문 기업이다. 

디지털헬스 비즈니스 플랫폼은 민감 정보인 
개인건강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BaaS(Backend as a Services, 서비스형 
백엔드)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와 
환자의사결정지원(PDS, Patient Decision 
Support)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질환예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독립적 효과를 나타내는 
처방형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구축형 솔루션과 오픈 API 
정책으로 보험사, 금융사, 제약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디지털헬스 비즈니스 플랫폼과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 09. 회사 설립

2012. 10. 'LifeRecord'(개인건강기록 솔루션) 출시

2014. 06. ICT컨버전스연구소 설립

2016. 04. ISO 27001/27017/27799 인증 획득

2016. 05. FI, SI 2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약 43억원)

2017. 09. 헬스케어 중소기업 최초 PIMS 인증 획득

2018. 06. FI, SI 3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약 90억원)

2018. 09. PHR플랫폼 HIPAA(미국의료정보보호법) 
          인증 획득

2019. 05. 과학정보통신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송승재 대표이사)

2019. 05. 대한산업보건협회와 AI 기반 
          산업보건통합관리서비스 추진 MOU

2019. 11.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전략’ 기업 
          컨퍼런스 개최

 제휴기관

교보생명, 네이버, 다음카카오, 대한산업보건협회, 동부화재, 한화생명, 현대산업개발, 
AIA생명, ETRI, KETI, KT, OrangeLife, SK텔레콤

라이프시맨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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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LifeRecord’]
 1. LifeRecord BaaS
 가. 라이프레코드 BaaS는 고객사가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지원함
 나. 상호운용성 기술을 기반으로 디바이스 연동, 라이프로그 수집, 의료기관 연계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BaaS API를 제공
 다. 건강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기반으로 환자의사결정 지원을 돕는 질환 예측 알고리즘과 분석 리포트 등을 
    인공지능 API 서비스 제공
 2. LifeRecord SaaS
 가. 라이프레코드의 API, AI 등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나. 미래의 위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영업지원 솔루션 ‘H.AI’
 다. 산업보건관리가 필요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에필웍스’
 라. 댁내 사용자 건강진단 및 상황인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loT기반 스마트 홈 헬스가전 제품 및 
    서비스 ‘에필허브’
 마. 3D 모션 센서 기반 증강 현실형 체력 측정기와 검증된 운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에필코치’
 3. LifeRecord 구축형
 가. 공공기관, 지차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에 라이프레코드 플랫폼을 구축, 
    운영

▶ [디지털치료제 제품]
1. 암/뇌신경질환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후 재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후 관리를 위한 치료계획을 기반으로 
   재택에서 자가 관리가 가능한 의료진 처방형 디지털치료제 ‘에필케어M’
2. 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이 호흡기 재활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방문 없이 재택에서 
   자가 재활이 가능한 의료진 처방형 디지털치료제 ‘숨튼(에필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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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락인컴퍼니 영문명 Lockin Company Co., Ltd.

대표자명 최명규 설립일자 2013. 09. 16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8, 101호(삼평동, 이룸빌딩)

홈페이지 liapp.lockincomp.com 이메일 support@lockincomp.com 대표번호 070-4369-2213

담당자 연락처 010-8923-1518 담당자 이메일 nykim@lockincomp.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7억 6,9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앱 보안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락인컴퍼니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로,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을 위한 핵심 기능을 
갖춘 제품 리앱(LIAPP)을 개발했다.

리앱의 편리하고 강력한 보안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아시아나항공, 금융결제원 등 국내외 500개 이상의 
앱과 5,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서 'Market Guide for 
Application Shielding’ 리포팅에 글로벌 주요 
vendor 사로 락인컴퍼니를 선정하였으며, 세계 
보안 컨퍼런스에서도 리앱이 소개될 만큼 
해외에서의 관심도 높아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 05.

안드로이드 앱 난독화 솔루션 LIAPP 개발

2014. 10.

LIAPP On-Site 개설(인터넷 판매 개시)

2015. 07.

글로벌 기업 호스트웨이와 클라우드 보안 사업 제휴

2016. 05.

AT 솔루션즈와 보안 솔루션 제공 사업 제휴

2016. 08.

기업 전문 보안 솔루션 LIAPP for Enterprise 출시

2016. 12.

2016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 대상 수상

2018. 09.

2018 알리바바 클라우드 스타트업 콘테스트 수상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아시아나항공, 코인원, KB국민은행, LG씨엔에스

락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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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인컴퍼니가 제공하는 앱 보호 솔루션인 리앱(LIAAP)은 한 번의 업로드만으로 보안 솔루션 적용을 완료할 수 
있는 간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리앱은 ‘가장 안전한 모바일’을 목표로 모바일에 적합한 보안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을 겨냥한 모든 악의적인 해킹을 차단한다. 
따라서 편리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리앱은 특히 앱의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앱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소스코드를 전체 암호화해 기술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앱 
실행 중에는 안티디버깅, 해킹 툴 탐지, 메모리 보호, 위조 및 변조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라이브러리 보호, 게임 엔진 보호, 리패키징 차단 등 해킹 시도를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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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랑파트너스 영문명 Langpartners

대표자명 정상원 설립일자 2014. 06. 0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비동 801호

홈페이지 www.fundlang.com 이메일 customer@fundlang.com 대표번호 02-1811-3577

담당자 연락처 02-6405-0050 담당자 이메일 customer@fundlang.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랑파트너스는 펀드랑(Fundlang)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전문 P2P(Peer to Peer)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은 전직 부동산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책임자(CIO), 시중은행 
대체투자 담당자, 대형 건설사 출신 엔지니어,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 
혹은 기관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수익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량 투자기회를 
공유한다.

펀드랑을 통해 모금한 투자금은 NH농협은행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펀드랑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상환될 
때까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2014. 06.

랑파트너스 설립

2017. 04.

서비스 출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록

2017. 06.

NH농협은행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완료

2017. 11.

피델리스자산운용과 MOU체결

2018. 01.

금융감독원(P2P연계대부업자) 등록 완료

2018. 10.

자산운용사 투자액 100억원 달성

2018. 12.

누적대출액 200억원 달성

 제휴기관

국제자산신탁, 송강, 일헌, 피델리스자산운용, 한국P2P금융협회

랑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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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파트너스는 부동산 전문 P2P 금융 업체로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으로 투자금을 유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하며, 자체 IT 시스템을 갖추어 3중 
암호화 시스템과 EV-SSL 인증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 오랜기간 
역량을 쌓은 펀드랑의 구성원들의 부동산 관련 전문성과 매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상품을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펀드랑은 최근 자산운용사 누적 투자액이 1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자산운용사와 개인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현재 펀드랑은 
연체율 및 부실률 모두 0%의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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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런인베스트 영문명 Learninvest. Co., Ltd.

대표자명 박세라 설립일자 2015. 09. 0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11층

홈페이지 www.learninvest.co.kr 이메일 sara.park@learninvest.co.kr 대표번호 02-3445-8867

담당자 연락처 010-9913-1436 담당자 이메일 sara.park@learninvest.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5,6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

PFM, 로보어드바이저, 
재무설계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런인베스트는 자산관리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기관 영업조직을 위한 재무설계 플랫폼 
플랜플러스, 2030 금융소비자를 위한 무료 
재무코칭 앱 플랫플러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영업조직의 생산성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교육과정, 세일즈 툴 등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지원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 09. 법인설립

2016. 03. 벤처기업인증

2018. 05. 중소벤처기업부'세대융합 창업캠퍼스'선정

2018. 07. 한화생명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드림플러스63' 4기 선정

2018. 08. 미국 메트라이프재단 글로벌 금융솔루션
          경진대회 "Inclusion Plus'국내 2위 선정

2019. 03. 전문가용 'PlanPlus' 유료 서비스 오픈

2019. 04. 신한금융그룹 유망 핀테크기업 혁신성장 
          지원프로그램 '신한퓨처스랩' 5기 선정

2019. 07. 신한캐피탈 시드투자 유치

2019. 11. 2019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

2019. 12. 한국사회투자 소셜임팩트 투자 유치

 제휴기관

한국FP협회

런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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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퍼스널 재무코칭 플랫폼 플랜플러스 “로보 코치 닥터플랜의 재무코칭을 받아 보세요”
플랜플러스는 재무지식이 부족한 2030 금융소비자에게 로보 코치와 전문가 코치의 양방향 재무코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객의 금융데이터는 물론 행동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재무건강검진을 통해 총 31개 
고객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은퇴와 같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기 플랜과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플랜플러스를 통해 누구나 나만의 전담 재무코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소셜벤처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저희 런인베스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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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레드폴카 영문명 REDPALLCAR Co., Ltd.

대표자명 차원영 설립일자 2015. 05. 0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위워크 서울핀테크랩 4층 103호

홈페이지 www.redpallcar.com 이메일 appdev@redpallcar.com 대표번호 02-2201-9701

담당자 연락처 02-2201-9701 담당자 이메일 appdev@redpallcar.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1억 1,300만원

주요 서비스 주차요금 모바일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레드폴카는 주차장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 및 통합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주차운영사를 위한 “모바일 App 기반의 결제 및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차장 데이터플랫폼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글로벌 주차장 관리 및 정산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특히 주차장들의 통합 DB의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차량번호 인식기기에 
기인하는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적 차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주차 정산 솔루션 제공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사용자 확대 기반 구축중 
입니다.

보유 특허는 국내2건 해외(싱가폴, 중국, 미국) 
3건을 등록 완료 하였습니다.

2015. 05. 레드폴카 설립

2015. 11. SmartEye, SmartGate, SmartPass 개발
완료 및 사업용 인프라 구축 완료. 
갤럭시아컴즈와 스마트파킹 공급계약 체결

2016. 02. 수서효성빌딩 스마트파킹 시스템 개통

2016. 05. 국내특허등록 2건 (SmartEye 1건, 
SmartGate & SmartPass 1건)

2016. 07. 카카오, 갤럭시아컴즈, 드림라인 전략적 
제휴

2016. 11. 해외특허(싱가폴) 등록, 미국 중국 출원

2017. 09. 신용보증기금 NEST 선정 및 수료

2017. 12. 국내 주차 운영사 1위인 하이파킹 “데이
터 플랫폼 서비스” 계약

2018. 04.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 기업으로 선정

2018. 05. 신용보증기금 4차산업 지원 기업 선정 
(6억원), 성균관대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8. 12. 해외특허(중국) 등록

2019. 07. 서울창업허브 주차장 제로파크 상용서비스

2019. 09. 서울시 핀테크랩 2기 입주 기업으로 선정,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도약패키지 기업선정

2019. 10. 해외특허(미국) 등록

2019. 11. 서울마곡중앙광장 주차장 제로파크 상용
서비스

 제휴기관

갤럭시아컴즈,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카카오 

레드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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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일본의 1위 주차운영사인 파크24의 경우 연 매출액 2.5조원 정도 규모임에도 영업이익율이 15% 내외인데 
비하여 국내 6대 브랜드 주차운영사의 경우 매출액이 600억원 내외임에도 영업이익율이 3% 내외에 불과하며 
이는 주차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차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차이임. 한국은 복잡한 주차장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제3자가 데이터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레드폴카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인 SmartEye, 
SmartGate, SmartPass를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레드폴카데이터플랫폼서비스(ReDAPS)를 
시장에 launching 함.

▶ SmartEye는 세계 유일의 모든 종류의 차량번호인식 주차시스템(LPR) 데이터 실시간 추출 및 게이트 
제어솔루션으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시스템 통합을 위한 
Agent SW 임.

▶ SmartGate는 고객별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결제, 주차권관리, 입출차관리 등 주차운영사 업무 
프로세스별 모듈화된 서버로서 주차운영시스템과 고객의 CRM, POS, ERP 및 DB와 쉽게 융합하게 함.

▶ SmartPass는 모바일 후불자동 결제 앱(하이패스 처럼 작동)으로 SmartEye, SmartGate가 설치된 모든 종류의 
LPR 주차장 운영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앱이며 다양한 종류의 결제수단과 포인트 사용등을 쉽게 수용함.
ZeroPark는 제로페이를 활용한 최초의 주차장 사전정산 앱으로 SmartPass의 결제 기능을 빼고 제로페이를 
수용하고 사전정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서울창업허브 및 서울마곡광장 주차장에 상용서비스를 제고 중이며 서울시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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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레몬클립 영문명 LemonClip

대표자명 정지영 설립일자 2013. 08. 01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374 104동 2101호

홈페이지 http://www.lemonclip.com/ 이메일 kimdw0210@gmail.com 대표번호 010-8722-9700

담당자 연락처 010-8722-9700 담당자 이메일 kimdw0210@gmail.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앱 제작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레몬클립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생활에 
편리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기를 하나로 통합한 
멀티계산기 뿐 아니라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멀티타이머, 수평과 방향 측정에 도움을 
주는 나침반수평계, 가볍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뮤직플레이어를 개발하였다.

생활이 쉬워지는 어플리케이션 제공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스마트화를 추구한다.

2013. 08.

레몬클립 설립

2013. 12.

나침반수평계 출시

2014. 03.

멀티타이머 출시

2014. 06.

멀티계산기 출시

2014. 09.

대출계산기 출시

2018. 05.

마이뮤직플레이어 출시

레몬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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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레몬클립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멀티계산기, 멀티타이머, 나침반수평계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레몬클립의 '멀티계산기'는 일반 계산기 기능에 환율 변환, 이자 계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계산기 앱이다. 추가로 기념일 계산과 할인율에 따른 계산, 전세 자금 및 자동차 할부 등의 대출 계산 기능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하면 일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숫자 키패드를 왼쪽으로 밀면 공학 계산기가 나타난다. 일반 계산기 외에 다른 계산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왼쪽 위의 계산기 모양 버튼을 터치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율, 이자, 기념일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환율 계산기는 다양한 나라의 실시간 환율 정보를 적용해 계산해준다. 이자 계산기는 저축 종류와 금리 
유형 및 세율 등에 따른 저축 이자를 계산해주어 저축 만기 시의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할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원가와 부가세 및 할인율에 따른 최종 금액 계산이 가능하며, 추가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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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레이니스트 영문명 Rainist Co., Ltd.

대표자명 김태훈 설립일자 2012. 06. 3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9층 뱅크샐러드

홈페이지 banksalad.com 이메일 rainist@rainist.com 대표번호 02-3453-9300

담당자 연락처 02-3453-9300 담당자 이메일 rainist@rainist.com

종사자 수 95명 자본금 6,700만원

주요 서비스 뱅크샐러드 -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App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레이니스트(대표 김태훈)는 2012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금융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비전으로 2014년 
8월 뱅크샐러드 웹(WEB) 버전을 선보였고, 
2017년에는 앱(APP 3.0)을 출시했으며 기존의 
복잡하고 불편한 금융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렬해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이니스트는 데이터를 금융과 결합시켜 세상에 
없던 서비스로 연결, 고객은 새로운 혜택을 얻고 
기업은 새로운 산물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 06. 주식회사 레이니스트 설립

2014. 06. 개인맞춤 카드 추천 서비스 뱅크샐러드 
          WEB 출시

2014. 08. 미래창조과학부 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선정 
          차세대 빅데이터 활용 우수 기업 선정

2015. 04. 코스콤 핀테크 챌린지 사업부문 대상 수상

2016. 06.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당선

2016. 12.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포상

2017. 04.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뱅크샐러드 APP 
          리뉴얼 출시

2018. 08. 뱅크샐러드 APP 250만명 다운로드 달성

2018. 12.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 2018 데이터 대상 
          Data Service Innovator 수상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 수상

2019. 01. 뱅크샐러드 APP 300만명 다운로드 달성

2019. 10. 뱅크샐러드 앱 누적 다운로드 500만 & 
          연동 관리금액 150조 돌파

2019. 10. 금융의 날 금융혁신부문 대통령 표창

 제휴기관

광주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국민카드, 롯데카드,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신한카드, 
씨티카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캐피탈, 현대해상, 
IBK기업은행, KDB생명, MG손해보험

레이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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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뱅크샐러드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펀드, 대출, CMA, P2P 등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의 
실물자산까지 고객의 자산/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금융 분석 및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인 데이터 돈 관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흩어져 있던 금융 데이터를 하나의 앱으로 모은 것은 물론, 누구나 금융을 알기 쉽게 간편하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서비스 함으로써 개인의 윤택한 금융 라이프를 이끈다는 점에서 고객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고객과 금융의 접점에서 중개 역할을 자처하며 데이터와 금융을 결합시킨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에 따라 데이터 금융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대출비교’ 서비스와 보험 가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할 때 직접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보험설계, 연금조회 및 분석 서비스 등으로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며 전에 없던 혁신 서비스를 탄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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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렌딩사이언스 영문명 Lendingscience

대표자명 김갑영 설립일자 2016. 06.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10층

홈페이지 www.lensa.co.kr 이메일 lensa@lensa.co.kr 대표번호 02-2088-7443

담당자 연락처 02-2088-7443 담당자 이메일 lensa@lensa.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아폴론11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렌딩사이언스는 P2P플랫폼 업체다.

렌딩사이언스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자는 렌딩사이언스를 통해 
연결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빌리고, 투자자는 
연결된 대출자를 통해 원리금을 받는다.

렌딩사이언스는 금융 리스크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 비재무 데이터를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 기술과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알고리즘을 실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플랫폼 솔루션 및 
핀테크업체인 핑거의 자회사로 핑거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모바일, 무서류, 즉시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아폴론11(Apolloan11)을 개발했다.

2016. 06.

법인 설립

2016. 10.

P2P 대출 상품 ‘아폴론11’ 출시

2016. 11.

애큐온캐피탈과 양해각서 체결

2017. 03.

에스엠신용정보와 업무제휴

2017. 05.

신한은행과 신탁 관리 협약

2017. 07.

DDoS 사이버 대피소 사전 등록 완료

2017. 09.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상품 출시

2018. 02.

금융감독원 등록 [P2P연계 대부업]

 제휴기관

신한은행, 애큐온캐피탈, 에스엠신용정보, 한국P2P금융협회

렌딩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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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렌딩사이언스는 P2P 방식으로 대출과 투자를 지원한다. 
렌딩사이언스의 투자 상품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와 개인 신용대출 투자 상품이 마련돼 있다. 
대출 상품은 대표적으로 아폴론11이 있다. 아폴론11은 ‘무서류, 비대면, 즉시 지급’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기존 
금융사와 타사의 경우 대출 신청은 모바일과 웹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팩스 
등으로 금융사에 전달해야 하며 심사 인력들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고객의 신용 상태 및 상환 여력을 
검토하는 대출 심사 단계를 필수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렌딩사이언스의 아폴론11은 일련의 
과정이 자동 처리된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출 심사 단계도 시스템화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아폴폰A는 시중 금융기관보다 높은 담보 인정비율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담보 위주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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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로니에프앤 영문명 Loany FN

대표자명 황성규, 권용현 설립일자 2018. 03. 21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7층 6호

홈페이지 loany.co.kr 이메일 22macpro@naver.com 대표번호 02-6965-2248

담당자 연락처 02-6965-2248 담당자 이메일 22macpro@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3,0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 대출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로니에프앤은 대출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이자를 낮추는데 목적을 둔 
서비스입니다.

로니에프앤은 금융기관 및 대출서비스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명확한 타겟층을 선정, 
경쟁력 있는 신규 대출상품 출시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꾀하는 론패키지 
솔루션 및 공동구매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고객의 새로운 접점을 발굴함과 동시에 
대출정보의 폐쇄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대출솔루션 및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07.

(주)RBF&M 신규사업 부문 신설

2017. 11.

Daum 부동산 대출서비스 Provider

2018. 01.

웰컴저축은행 제휴

2018. 03.

IBK기업은행 제휴

2018. 03.

(주)로니에프앤 법인 신설

2018. 04.

부동산114 대출서비스 Provider

2018. 07.

KEB하나은행 제휴

2019. 1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로니에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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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Loany는 대출이자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꼭 
이용해야 한다면 본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대출이자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Loany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낮은 대출이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대출 정보의 비대칭과 폐쇄성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출이자 절약을 목적으로 본인의 대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본인과 유사한 고객군[그룹]과 대출 조건의 우위를 비교.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여부 판단 또는 보다 낮는 대출금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둘째, 자신의 대출조건이 유사 그룹 내 다른 이용자의 대출 조건보다 불리한 것을 확인 후 더 나은 대출금리 
확인 및 갈아타기 위해 플랫폼과 연결된 제휴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고객 정보를 전송하여 
금융기관별 정확한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를 전달받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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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로움아이티 영문명 ROUMIT

대표자명 박승현 설립일자 2016. 01. 1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19호 로움아이티(주)

홈페이지 www.logintalk.kr 이메일 info@roumit.com 대표번호 02-1544-0998

담당자 연락처 02-1544-0998 담당자 이메일 business@roumit.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7,200만원

주요 서비스 보안/인증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로움아이티는 로그인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로움아이티는 IT분야를 혁신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프라이머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를 
출시하여 성장 중에 있다. 

매번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불편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특허기술 기반의 핸드폰번호 
만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로그인, 
점유인증, 간편본인확인을 쉽고 간편하게 제공한다.

최근 GS인증을 취득하여 서비스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016. 01.

로움아이티 설립 

2018. 01.

로그인톡 서비스 출시

2018. 04.

특허 취득 3건, 상표 5건

2018. 08.

프라이머 투자 유치 

2018. 12.

GS인증 취득 

 제휴기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세종텔레콤, 컬쳐랜드 

로움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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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로움아이티는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로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로움아이티가 선보인 ‘로그인톡’은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로그인을 지원한다. 복합 
인증과 암호화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한다.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톡을 이용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톡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한다. 메신저로 보내진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기를 
클릭한다. 본인이 설정한 보안방식으로 승인(간편 비밀번호 등)한다. 이후에는 웹서비스 자동 로그인이 완료된다. 
기존 소셜로그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점과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노출만으로 모든 
서비스의 보안이 위험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로그인톡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로움아이티는 기업들에게 웹사이트 및 앱에서 복잡하고 불편한 로그인 시스템의 개발 없이 간편하게 API 
만으로 로그인 및 회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회사에서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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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로컬플랫폼랩 영문명 LOPLAB

대표자명 심만택 설립일자 2017. 06. 07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산창업지원센터 608호

홈페이지 www.loplab.kr 이메일 ceo@loplab.kr 대표번호 070-8899-9828

담당자 연락처 070-8899-9828 담당자 이메일 ceo@loplab.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로컬플랫폼랩은 로컬광고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라는 의미로 만든 회사이다. 

현재 시제품 만들어 서비스 중인 로컬광고 
플랫폼은 "기부N테이크"로 로컬, 즉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적은 비용(월 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역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플랫폼으로, 
업체 등록도 일반인들이 올리는 크라우드 
소싱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업체 등록하는 
유저들에게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로컬관련 
플랫폼들을 외주 제작해주고 있으며, 알엔디 
등으로 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도 하고 있다.

2017. 06. 로컬플랫폼랩 사업자 등록

2017. 07. 기부N테이크 APP 상표등록, 관련 특허 
출원 1건

2017. 08. 부산창업지원센터 입주 협약, 부산시 창업
지원사업 8기 선정

2017. 12. "세대융합창업캠퍼스"지원사업 최종합격, 
협약(창업진흥원, 영산다)

2018. 02. 인원증가로 창업지원센터 302호에서 608
호로 확장이전

2018. 03. "기부앤테이크" 앱 시제품(MVP) 개발완료, 
시범서비스운영

2018. 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7. "기부앤테이크"앱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원스토어)출시

2018. 11. 벤처기업인증(중소기업진흥공단)

2018. 12.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5차 R&D사업 
최종합격, 협약(총사업비 1.5억, 1년)

2019. 04. (사)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FINPC)
회원가입

2019. 08. 위워크 BIFC입주 (지사, 12층)

2019. 09. "부산국제금융센터 핀테크 등 산업분야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부산광역시와 협약

 제휴기관

부산광역시

로컬플랫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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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기부N테이크"로 로컬 즉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적은 비용(월 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역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플랫폼으로, 업체 등록도 일반인들이 올리는 크라우스 소싱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업체 등록하는 유저들에게 
동기 부여를 위해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업체등록의 편리성을 위해 업체정보를 자동 크롤링 
방식으로 텍스트 입력을 최소화 했으며, 업체 정보와 사진, GPS좌표까지 등록하여 위치 기반 마케팅 
플랫폼이다. 지역기반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체 마케팅 생태계를 조성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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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론포인트 영문명 loanpoint

대표자명 조규택 설립일자 2016. 08. 3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108, 302호

홈페이지 www.loanpoint.co.kr 이메일 admin@loanpoint.co.kr 대표번호 02-716-5500

담당자 연락처 02-716-5500 담당자 이메일 admin@loanpoint.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중계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론포인트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부동산 지식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론포인트의 모든 투자 상품은 담보성 투자 
상품이며, 부동산과 부실채권 상품군만 취급한다.

부실 시 론포인트의 자체적인 부실 프로세스에 
따라 제 3의 채권매입 회사에 매각하거나 경공매 
환가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보호한다.

론포인트는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체 개발한 심사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된 투자 상품만 엄선해 제공한다.

론포인트를 통해 투자한 투자금은 세이퍼트와 
SC제일은행에서 관리하며, 론포인트 리스크 
관리팀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자금 집행부터 
상환까지 사후 관리를 함께 진행한다.

2016. 08.

법인 설립

2017.07.

피델리스자산운용 투자협약 체결

2019.03.

누적대출 천억 달성

 제휴기관

웰컴페이먼츠, 퍼니피그, 한국P2P금융협회

론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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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론포인트는 부동산 부실채권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투자,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신청자가 
론포인트에 대출을 신청하면 자체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등급을 산정한 후, 다시 한번 채권매입보증 회사의 
담보평가 시스템을 거친 후 담보에 안전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이 진행된다. 만일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 보증 회사는 원리금 전체 금액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은 투자자에게 전부 배당된다. 
론포인트는 담보부 부동산에 투자한다. 경락 잔금, 부실채권 매입 대금, 부동산 1~2순위 등 안전이 담보되는 
부동산 담보부채권에 투자한다. 연체 발생 시 매입 보증 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론포인트에서는 매입 보증 
회사에서 받은 채권 매입 대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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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롯데멤버스 영문명 LOTTE members Co., Ltd.

대표자명 전형식 설립일자 2015. 01. 05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16 AIA타워 14층 롯데멤버스

홈페이지 www.lottemembers.com 이메일 lpconsult@lotte.net 대표번호 1899-8900

담당자 연락처 02-2030-9952 담당자 이메일 jeongeun.kim@lotte.net

종사자 수 247명 자본금 123억 1,100만원

주요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롯데멤버스는 모바일 결제 엘페이(L.pay) 및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L.POINT)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휴사 대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컨설팅 컴퍼니다.

현재 약 4,000만 명의 개인회원과 180여개 제휴사, 
전국 50여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등 금융제휴사를 대폭 확대해왔으며, 
쇼핑, 식음료, 교통, 교육/문화, 여행/레져 등 고객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다양한 제휴사를 지속 
확보, 라이프 포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2015. 01.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설립

2015. 04.

개방형 통합 멤버십 L.POINT( 舊 '롯데멤버스' 포인트) 출범

2016. 03.

L.POINT 베트남 런칭

2016. 07.

L.pay 인수/모바일 결제 사업 시작

2017. 03.

전 세계 유통업계 최초 음파결제 'L.pay Wave' 서비스 오픈

2017. 09.

L.pay 국내 최초 웹 결제 서비스 오픈

2018. 05.

L.pay 누적 상품 결제액 1조원 돌파

2018. 11.

L.pay QR결제 서비스 오픈

2019. 03.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 'DeepVision' 오픈

2019. 07.

상품 분석 인사이트 플랫폼 'LAIP' 오픈

 제휴기관

신한카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롯데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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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엘페이(L.pay)는 2015년 9월 런칭해 지난해 누적 거래액 4조원을 돌파, 연평군 450%씩 급성장 중인 
라이프스타일 페이먼트(Lifestyle Payment) 서비스다. 롯데 유통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가맹점과 
공공기관까지 약 30만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 직불 등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엘포인트(L.POINT) 자동적립/사용/할인과 연동되어 보다 높은 사용성을 제공한다.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전 
세계 유통업계 최초 음파결제, 국내 최초 Web 결제 등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롯데 통합 온라인몰 '롯데 ON'의 주요 결제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거래액 대폭 확대는 물론 회원 수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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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루트에너지 영문명 ROOT ENERGY Inc.

대표자명 윤태환 설립일자 2013. 12. 31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7층 G704호

홈페이지 https://www.rootenergy.co.kr/ 이메일 ask@rootenergy.co.kr 대표번호 02-792-8934

담당자 연락처 02-6747-8935 담당자 이메일 kw.kim@rootenergy.co.kr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2,100만원

주요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중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루트에너지는 전 세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금융(Community Funding) 플랫폼 및 
온라인 발전소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3. 12.
루트에너지 창업
2015. 01.
서울시,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단' 위촉
2015. 06.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서비스 '에너지 히어로' 출시
2015. 10.
P2P 에너지 공유 플랫폼 '퍼즐' 베타 출시
2016. 0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위한 중개시스템 개발 및 BM 발굴' 
3개년 연구 과제 수주
2017. 07.
1호 공공기관 태양광 상품 런칭 (서울에너지공사)
2017. 09.
2호 공공기관 태양광 상품 런칭 (한국전력공사)
2017. 11.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루트에너지 MOU
2017. 12.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2018. 05.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로부터 5억원 투자 유치
2018. 12.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환경부)
2019. 0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휴기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한국전력공사, NH농협은행

루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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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전 세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금융(Community Funding) 플랫폼 및 온라인 발전소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이며,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지역주민 투자한도 500만원→1억원 상향) 제1호 지정 기업입니다. 
특히 당사는 주민 참여 투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 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 실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누적 17.0MW(전국 17개 지역 55개 프로젝트)를 약 3,000여명이 160억 원의 투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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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리딩플러스펀딩 영문명 leadingplusfunding

대표자명 김학형 설립일자 2017. 05. 1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4층

홈페이지 https://www.leadingplusfu
nding.com/ 이메일 ask@leading.co.kr 대표번호 02-6268-6767

담당자 연락처 02-6268-6767 담당자 이메일 jrseo@leading.co.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1억 1,700만원

주요 서비스 P2P 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리딩플러스펀딩은 리딩투자증권 계열사입니다.

2019년 12월 현재 P2P금융 업계 내 유일한 
제도권 금융회사 계열사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다운 엄격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높은 합리적인 상품만을 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리딩금융그룹 내 계열사와 
함께 딜 소싱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PF, 아파트담보유동화, 매출채권유동화, 
NPL대출 등 부동산/비부동산을 망라한 넓은 
상품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 08.

우리앤펀딩으로 서비스 오픈

2018. 12.

리딩투자증권 계열회사 편입

2018. 12.

리딩플러스펀딩으로 서비스명 변경

2019. 07.

누적투자액 200억 원 달성

2019. 12.

누적투자액 300억 원 달성

 제휴기관

리딩에이스캐피탈, 리딩자산운용, 리딩투자증권, 센텔라솔루션스

리딩플러스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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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의 법제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해나갈 리딩플러스펀딩은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차주에게 대출 후 약정된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신개념 금융 서비스입니다. 

▶ 리딩플러스펀딩은 은행, 증권가, 캐피탈 출신의 금융전문가들로 맨파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문 Investment 
Banking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리딩투자증권과 협업을 통해 우량 투자건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증권, 
운용사, 헷지펀드의 단계적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친 상품은 2019년 12월 현재 연체율 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IT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 우상향의 성장세를 보이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160

기업명 리얼아이덴티티 영문명 Real iDentity Co., Ltd.

대표자명 이섬규 설립일자 2014. 05. 13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813호(공덕동,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www.realidentity.kr 이메일 info@realidentity.kr 대표번호 02-719-8881

담당자 연락처 02-719-8881 담당자 이메일 master@hanyang.ac.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2억 8,800만원

주요 서비스 위조생체판별 기술 
BioCheck, EleCheck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리얼아이덴티티는 위조 생체 판별 엔진과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섬규 대표가 생체 인증 
모듈과 응용 제품 상용화에 나서면서 최근 자동차, 
교통, 각종 인증 단말기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리얼아이덴티티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지문인식기술은 모세혈관과 혈류흐름 등 손가락의 
생체 현상으로 위조지문을 원천 봉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지문패턴 특이점과 다이내믹 
생체정보를 융합해 강제 자극으로 생체정보 변화를 
유도하고 정보를 센서로 인식한다. 생체정보에는 
외피 지문, 내피지문, 혈류흐름, 모세혈관, 리지(산), 
밸리(골), 에크린샘, 아포크린샘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부정사용과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리얼아이덴티티 위조지문 방지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최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로열티 사업과 함께 지문보안토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지문인증 기술 확대를 위해 금융사 등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얼아이덴티티는 시설물 출입인증과 출입국관리, 
학생증, 전자투표 시스템에도 개발 기술 적용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출입 통제 관리 시스템(장치)등에도 
적용을 위해 국내 유력 스마트 도어락 및 
출입통제장치 제조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마존키등이 적용된 (지문)스마트도어락을 공동 
개발 중이다.

2014. 05.

생체인식기술 전문기업인 (주)리얼아이덴티티 설립

2015. 10.

생체인식기술 관련 특허(30여건) 출원

2016. 10.

위조지문판별기술 KISA인증 획득

2017. 03.

포스코 투자유치 및 TIPS(팁스) 선정

2017. 04.

신기술인증(NET) 획득

2018. 04.

생체인식기술 관련 특허(10여건) 추가 출원

2018. 12.

신기술유공 산자부장관 표창 수상

2019. 09.

창의상 (특허청장) 수상

2019. 10.

일본 T사와 계약체결

 제휴기관

POSCO

리얼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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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특허전략]
리얼아이덴티티의 기술적 차별성은 EIS 센서에 닿는 물질의 종류를 판별해 생체지문 여부를 판단하는 
HW기반의 기술(ELeCheck)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과 액티브센서 관련 회로에 대한 지적자산 보호에 대한 
분비로 이미 완료된 상태이지만, 불법적인 회로 복제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일부 업체들이 임의로 
리얼아이덴티티의 제품을 분해하여 회로를 복사할 경우 알고리즘기술 없이는 50% 수준의 성능밖에 낼수 
없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회로를 칩에 내장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특허전력도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완벽한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

▶ 기술적 보안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리얼아이덴티티가 지문인식카드를 개발하는 목적은 아직까지 대다수 
사람들의 결제수단을 관리하는 카드사와의 협업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완성도 높은 
기술만을 믿고 사업 파트너를 찾는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성공을 위해 부단히 다양한 사업성공 
케이스를 검토하고 결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EleCheck에 사용된 임피던스 기술의 확장도 검토 중에 
있다. 문인식의 기술적 난이도 향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혈당측정기, 체내 
비타민D 함량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기존 기술로 확보 가능한 생체정보를 더 넓게 응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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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리얼체크 영문명 RealCheck

대표자명 이기용 설립일자 2017. 01. 0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센텀그린타워 103호)

홈페이지 https://www.realcheck.co.kr 이메일 kinglky@hotmail.com 대표번호 051-746-4983

담당자 연락처 051-746-4983 담당자 이메일 kinglky@hotmail.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이중화된 개인키의 
알고리즘 보관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리얼체크는 블록체인기술 및 데이터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키/개인키의 활용에 있어, 
개인키의 분실 및 해킹 방지를 위하여 개인키 
이중화 해쉬를 통해 알고리즘 상에 개인키를 
보관함으로써, 개인키의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개인키의 해킹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키의 커스터디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2017. 01.

리얼체크 설립

2017. 12.

개인키 커스터디서비스 / 비트코인뱅크

 제휴기관

한컴핀테크

리얼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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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1. 잠재 시장(미개척 시장):
 - 비트코인 커스터디서비스
2. 핵심 기술 및 역량 :
 - 고객소유 공개키기반 비트코인 저장
 - 이중화된 비밀키보관 (고객 + 회사)
   모든 정보의 SHA-256암호화 저장
   비트코인 커스터디 개척
3. 시장가치 및 전망:
 - 비트코인의 세계적 자산가치 인정
   기존 금융권의 비트코인 커스터디 시장 진출

▶ [경쟁상대]
피델리티자산서비스
골드만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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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리치앤코 영문명 Rich&co

대표자명 한승표 설립일자 2006. 02. 2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1 퍼시픽타워7층(구.올리브타워)

홈페이지 http://richnco.co.kr/ 이메일 brand@richnco.kr 대표번호 02-6288-5000

담당자 연락처 02-6288-7273 담당자 이메일 sjryu@richplanet.kr

종사자 수 409명 자본금 22억 1,800만원

주요 서비스 굿리치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리치앤코는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고객의 현명한 
보험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모바일 보험 플랫폼 
'굿리치'를 출시해 2019년 9월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함.

굿리치는 2020년 개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재무진단을 통한 미래소득 예측, 
개인 맞춤형 보험 보장 분석 등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는 3.0 런칭 예정임.

2006. 02.

리치앤코 설립

2016. 01.

굿리치 1.0 출시

2018. 02.

굿리치 2.0 출시

2018. 07.

굿리치 100만 다운로드 돌파

2018. 08.

굿리치 숨은보험금찾기 도입(46만명이 619억 찾음)

2018. 12.

굿리치 200만 다운로드 돌파

2019. 08.

보험 020 플랫폼 굿리치 라운지 1호점 오픈

2019. 09.

굿리치 300만 다운로드 돌파

2019. 09.

보험 모바일 방송국 굿리치 TV 개국

 제휴기관

두나무, 줌인터넷, 텐큐브, 토스, 한국경제TV, SBSCNBC

리치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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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한번에
-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각 보험사에 흩어진 보험을 한 번에 관리하고, 보험금을 3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160만 고객의 보험 생활에 혁신을 일으킴.
- 복잡한 보험금 청구 과정을 서류를 촬영과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대체해 고객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현대해상과의 보험금 청구 혁신 사업을 통해 2019년 8월부터 보험금 청구 앱 
  최초로 청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19년 11월초까지 총 340,550건의 청구를 처리함.

▶ 2) 나도 모르는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냄
- 457,388명의 고객에게 61,928,437,736원의 숨은보험금(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되찾아 주는 데에 기여함.

▶ 3) 굿리치 보험분석 서비스로 고객과의 계약은 투명하게
-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가장 큰 금융 영역 중 하나인 보험에서 수요자인 고객이 보험과 관련된
  비용, 보장 규모를 한번에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쟁력으로 굿리치 출시 후 14만명 
  이상이 굿리치 전담 플래너에게 보험 진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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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마루 영문명 MARU Co., Ltd.

대표자명 라미현 설립일자 2017. 07. 1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1302호

홈페이지 www.marubank.co.kr 이메일 help@marubank.co.kr 대표번호 02-771-0000

담당자 연락처 02-771-0000 담당자 이메일 help@marubank.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마루는 2017년 7월 18일부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분류되며, 2018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 
해외송금업 정식라이센스를 취득하였습니다.

마루의 서비스는 그동안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할 경우 고액의 송금수수료와 까다로운 
송금절차 그리고 오랜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독자적인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을 개시하였으며, ‘간편, 저렴, 
신속, 안전’ 이라는 모토(Motto)로 고객님의 
송금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루는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 송금절차 그리고 
안전하고 빠른 송금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7. 07.

주식회사 마루 설립

2018. 12.

일본 송금 업무 개시

 제휴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다수 제휴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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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마루는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7일부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이란 법령에서 근거하여 송금인 당사자의 실명확인과 송금에 사용할 계좌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필한 고객에 한해서 한도액* 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도액 : 1회한도 미화 5,000불, 연간 누계한도 미화 50,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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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마린소프트 영문명 MARINESOFT

대표자명 이재인 설립일자 2001. 08. 16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71 멀티미디어센터 4층

홈페이지 www.marinesoft.co.kr 이메일 info@marinesoft.co.kr 대표번호 051-418-4930

담당자 연락처 070-7163-9075 담당자 이메일 ssl@marinesoft.co.kr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마린소프트는 2001년 부산에서 창립 이후, 
20여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 및 IT 솔루션 개발공급 전문회사로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해운·조선·해양 산업 
분야의 금융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1999. 11. 오케이마린 설립
2001. 08. (주)마린소프트 법인전환
2001.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5. 05. 벤처기업확인 인증
2007. 05. 부산시 2007년 우수S/W추천사업 우수제품 선정
2007. 06. 부산시 우수 선도기업 선정[IT분야]
2009.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11. 11. GS(Good Software)인증[TTA 11-0241]
2012. 06. 국토해양부 장관상 연구진흥상 수상
2013. 06. 특허등록_해상통신시스템 및 방법(10-1278544)
2014. 10. ClassNK인증-PMS
2016. 07. 해수부, 한국형e-Navigation서비스 기술 개발 참여
2016. 12. 부울경 핀테크 서비스 콘테스트 우수상
2017. 03. 대우조선해양, DrillShip 선박정비관리시스템 공급계약
2017. 05. NIPA, Industry4.0s 사업선정 
2017. 12. DSME정보시스템, 잠수함 정비일정관리시스템 구축계약
2018. 02. (사)한국해기사협회, IT개선사업 계약
2018. 06. 국제특허등록(미국), MARITIME COMMUNCATION

SYSTEM AND METHOD/등록번호(14/440,355)
2018. 07. 그린월드㈜, 정비이력관리시스템 개발
201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SW산업 유공자 표창
2019. 03. 동원산업㈜, PMS & 창고관리시스템 공급계약
2019. 04. (사)한국해기사협회, 앱 구축 계약
2019. 07. 금진해운㈜, 선박관리시스템(육상용) 구축 계약
2019. 08. BIFC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
2019. 09.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선정
2019. 10. 한국해양대학교,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

 제휴기관

한국해기사협회

마린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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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스마트폰기반 안전운항지원 AR서비스

▶ 2. AI기반 설계검증 솔루션

▶ 3. 선박위성통신기반 SNS 핀테크솔루션(신규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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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마이뱅크 영문명 Mibank Inc.

대표자명 고용 설립일자 2014. 11. 1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홈페이지 www.mibank.me 이메일 contact@mibank.me 대표번호 02-2273-1375

담당자 연락처 02-2273-1375 담당자 이메일 contact@mibank.me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금융플랫폼, 금융검색엔진, 
O2O공항환전, 여행자보험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마이뱅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금융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뱅크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만을 찾아내는 
기존 검색엔진의 틀을 깨고, ‘여태껏 검색할 수 
없던 비공개 금융정보까지 검색되도록 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난제에 대한 첫 대답으로, 
사설환전소들의 환율도 검색해내는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한 바 있으며, 그 외 
전국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 비교, 국내 1위 
O2O환전, 250만 명이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 
그리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개개인별 대출조건을 
정확히 추출해내는 대출검색엔진 등도 
출시하였습니다.

2014. 11. 설립

2015. 01. 실시간환율비교플랫폼 세계최초 출시

2015. 03. 전국 금융기관의 금리 검색엔진 출시

2015. 06. 중소기업청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

2015. 08. O2O환전서비스 세계최초 출시

2015. 08. 국내최초 공인인증서 없는 여행보험 출시

2016. 07. P2P대출서비스 출시

2016. 07. 환전플랫폼기반의 해외송금 특허등록

2016. 10.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30만명 돌파

2017. 05. 특허출원 22건 (국내 18건, 해외 4건)

2017. 07. 환전플랫폼특허 등록

2017. 09.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서비스 출시

2017. 10. 간편한 단체보험가입방법 특허등록

2018. 01. 머신러닝기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발

2018. 06. 환율지정 외화상품거래 특허등록

2019. 01. 자동차보험중개방법 특허등록

2019. 02. 국내여행자보험 가입서비스 출시

2019. 03. 워킹홀리데이보험 가입서비스 출시

2019. 0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10.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 특허등록
2019. 11. 대출희망자 상태진단 및 금융회사 매칭방법  

특허등록

 제휴기관

동원제일저축은행, 메리츠캐피탈,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예가람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우리은행, 한화손해보험, IBK기업은행, JB전북은행,
JT친애저축은행, KB국민카드, KEB하나은행, MG손해보험

마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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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금융검색엔진
가. 대출검색
대출소비자가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공개하지 않고도, 수많은 금융회사들의 정확한 대출조건을 
일거에 추출해 비교해볼 수 있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용가능한 글로벌 검색엔진입니다.
나. 환율검색
전국 모든 은행의 환율은 물론, 인터넷에서 조회될 수 없었던 환전소의 환율까지도 실시간으로 검색해 
비교해주는 세계 최초의 검색엔진입니다.

▶ 2. O2O환전
웹/모바일로 환전신청하면, 출국일에 인천공항 출국장의 고객 위치로 외화를 배송해드리는 세계 최초의 
O2O환전서비스입니다.

▶ 3. 여행자보험
보험료 계산에서부터 가입완료까지 간편하게 설계된, 판매에서 압도적인 국내1위의 여행자보험 가입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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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마인즈랩 영문명 MINDs Lab Inc.

대표자명 유태준 설립일자 2014. 04.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5층, 6층

홈페이지 https://maum.ai 이메일 hello@mindslab.ai 대표번호 031-625-4348

담당자 연락처 031-625-4348 담당자 이메일 sj.hwang@mindslablai

종사자 수 130명 자본금 20억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플랫폼 maum.ai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마인즈랩은 2019년 기준 4개 국가에서 
100여명의 직원을(관계사 포함 200여명)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AI 전문기업입니다.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플랫폼 maum.ai에서 음성, 언어, 대화, 
시각, 사고지능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엔진을 
API로 제공합니다.

특히, 마인즈랩은 인공지능에 대해 기업과 
개인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마인즈랩은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주요 AI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04.

마인즈랩 설립

2016. 12.

ICT 유망기업 K-Global 300 선정

2017. 02.

2016 기술사업화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017. 09.

ITU Telecom World 우수기업

2017. 11.

K-Global 실리콘벨리 K-Pitch 1위

2017. 12.

대한민국 ICT 대상 지능정보부문 대상

2018. 05.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8. 06.

대한민국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9. 05.

2019 핀테크 어워즈 성장상

2019. 11.

IT 조선 인공지능 대상(컴퓨팅상)

 제휴기관

현대해상

마인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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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하이브리드 컨택센터: 마인즈랩은 상담원과 챗봇, AI 고객센터 분석 시스템을 통합한 옴니채널 인공지능 
고객센터를 지향합니다. AI 컨택센터가 구축되면 고객은 상담원과의 대화, 챗봇과의 채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고객센터 분석 및 실시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고객센터 사업은 마인즈랩과 마음솔루션이 함께합니다.

▶ 스마트팩토리: 딥러닝 알고리즘과 IoT의 결합으로 최적의 생산 및 제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정 전 
단계에 걸쳐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예측함으로써 공정을 효율화하고, 소요 에너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미시경제 
데이터, 생산 수요량 기록 등에 기반한 머신러닝을 진행했습니다. 머신 러닝 모델을 활용해 최적의 시기에 주요 
기기와 기계의 보수나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비디오분석: 유튜브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을 스트리밍 사이트에 적용해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불법영상물 탐지를 하고, 객체 인식(로고, 자막 등) 및 얼굴인식을 하여 저작권 
불법 유통 영상물을 잡아낼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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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매너카 영문명 mannercar

대표자명 임진규 설립일자 2015. 0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20

홈페이지 www.mannercar.com 이메일 mannercar@mannercar.com 대표번호 1800-8129

담당자 연락처 010-9411-8118 담당자 이메일 jingyuni@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신차 구입 직거래 서비스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매너카는 자동차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대칭 정보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애프터 마켓은 이해 관계자 간 복잡한 
리베이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 
과정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매너카는 차량 구입 정보, 신용 정보, 할인 정보를 
비대면으로 결합해 차량 상품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매너카는 자동차 딜러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차량 
가격의 거품을 줄이고, 고객과 딜러 모두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투명한 자동차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5. 08.

회사 설립

2016. 08.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1기 선정

2016. 11.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

2017. 02.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KOTRA)

2017. 04.

BNK 크리에이티브랩 1기 선정, 양해각서 체결

2017. 05.

점프업(Jump-Up) 지원사업 선정

2017. 06.

법인 전환

 제휴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메리츠화재,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우리은행, 중소기업청,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매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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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매너카는 고객과 딜러가 대면 과정에 발생하는 가격 정보와 금융 정보에 대한 비대칭을 견적 솔루션과 신용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거래 서비스 업체다. 매너카 
직거래 서비스는 딜러 경쟁 입찰 무료 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신차 구입 요청 시 딜러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최저가 견적을 산출해준다. 매칭 견적 서비스를 통해 신차 구입과 ‘내 차 팔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매칭 
그룹(신차 딜러와 중고차 딜러) 간 비교 경쟁을 통해 신차 구입은 최저가로, ‘내 차 팔기’는 최고가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칭 견적 시 신차 딜러는 차량을 판매해야 하고, 중고차 딜러는 차량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두 딜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고객은 최적의 조건으로 차량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별 
할인 차량 제공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판매사별 재고 현황 및 할인 혜택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고객이 차량을 
보다 계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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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매드업 영문명 Madup Inc.

대표자명 이주민, 이동호 설립일자 2015. 02. 0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1202호

홈페이지 http://www.madup.com/ 이메일 contact@madup.com 대표번호 02-1522-1060

담당자 연락처 010-6338-1041 담당자 이메일 edgar@madup.com

종사자 수 18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챗봇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매드업은 2011년 설립된 폰플을 모태로 한 
마케팅 전문 업체다. 

정확한 효과 측정을 바탕으로 최적의 핵심 성과 
지표달성을 지원한다.

챗봇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광고 최적화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양한 애널리틱스 도구를 활용해 고객의 데이터도 
정밀하게 분석한다.

매드업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핀켓’을 자체 
개발해 사용자들에게는 잠금화면으로 신뢰성 있는 
금융 기사와 포인트 통합 그리고 편리한 멤버십 
적립과 개인 금융 서비스를, 광고주에게는 타깃 
금융 광고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5. 02.

회사 설립

2015. 11.

광고 서비스 개시

2015. 11.

잠금화면 기반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앱 론칭

2016. 11.

핀켓 자체 챗봇 서비스 개발

2016. 12.

하나멤버스와 포인트 전환 계약

2017. 08.

챗봇 시스템 통합 사업 수주

 제휴기관

하나멤버스

매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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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매드업은 금융 및 광고 분야를 겨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다. 금융과 광고 포인트를 기반으로 개인 
금융큐레이션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개인의 신용카드 포인트와 잠금화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광고 포인트를 
통합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고객 응대 챗봇 서비스인 ‘켓봇’을 개발했다. 핀켓 사용자 
마케팅 및 행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비즈니스 애널리틱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와 머신 러닝을 
활용한 신규 금융 큐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챗봇 시스템 통합 영역에서는 헬스 케어 전문 업체인 
쥬비스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가망 고객 및 밀착 고객 관리 시스템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매드업은 모바일 마케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석 경험이 풍부하다. 금융권 앱 다운로드와 비대면 카드 
발급 등의 KPI 기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금융권 앱 리뷰, 별점, 다운로드, 회원가입 등의 모바일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도 제공한다. 금융권에 걸맞은 광고 네트워크 및 매체를 발굴해 광고비 대비 최적의 
경로를 구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O2O 마케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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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머니랩스 영문명 Moneylabs Inc.

대표자명 신승현 설립일자 2015. 03. 1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8F

홈페이지 https://mybroccoli.co.kr/ 이메일 broccoli@mybroccoli.co.kr 대표번호 02-6105-8110

담당자 연락처 02-6105-8113 담당자 이메일 jspark@mybroccoli.co.kr

종사자 수 39명 자본금 88억 7,900만원

주요 서비스 브로콜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머니랩스(MoneyLabs)는 사람과 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쉽고 바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머니랩스만의 데이터 및 혁신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내 최초 모바일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 
브로콜리(broccol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03. 머니랩스 (前 데일리마켓플레이스) 설립

2016. 04. 국내 최초 개안자산관리 서비스 '브로콜리' 
          안드로이브 버전 출시

2016. 09. 브로콜리 iOS 버전 출시

2017. 08.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카드 추천' 오픈

2017. 08. 브로콜리 다운로드 50만 돌파

2017. 10. ISO27001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18. 04. 코인원 –  자산현황 및 시세 
         확인 기능 추가

2018. 08. 매일경제 핀테크 어워드 2018 우수상 수상

2018. 08. 간편송금 서비스 '이체' 오픈

2018. 09. ISO27001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2019. 03. 일일 지출관리 서비스 '오늘' 오픈

2019. 04. KDB산업은행과 디지털 자산관리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019. 04. 관리자산 규모 10조 돌파

2019. 06. 브로콜리 다운로드 100만 돌파

2019. 06. 금융위원회 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07. 신용정보원 크레디비(CreDB) 
         우선이용사업장 선정

2019. 07.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2019. 09. 한경 핀테크 대상 2019 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롯데카드, 삼성증권,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머니랩스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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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돈 관리 내비게이션 브로콜리’
브로콜리(broccoli)는 국내 최초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흩어진 고객의 자산과 부채, 수입 및 지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데이터 및 혁신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쉽고 편하게 
금융을 이용하며, 바르고 유익한 금융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브로콜리는 언제나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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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머니스테이션 영문명 MoneyStation

대표자명 이정일 설립일자 2018. 02. 28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2212호

홈페이지 www.moneystation.net 이메일 james.lee@moneystation.net 대표번호 02-6953-3077

담당자 연락처 010-7120-8850 담당자 이메일 james.lee@moneystation.net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머니스테이션/시그널랩,

소셜투자플랫폼/
금융데이터분석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머니스테이션은 글로벌 금융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금융데이터 유형분류 기술 시그널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Fintech 기업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협력투자를 통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저비용으로 가치 
있는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IT, 자산운용, 금융공학 
및 핀테크 분야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매순간 고민합니다.

2017. 11. 서울테크노파크 사업신속화 지원사업 선정

2018. 02. (주)머니스테이션 법인설립

2018. 08.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상용화 R&D 
          지원과제 선정

2018. 08. Kocca 글로벌 XR 스타트업 선정

2018. 09. 한국콘텐츠진흥원-SKT 블록체인지 
          지원사업 선정

2018. 09.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재선정

2018. 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데모데이 대상, 인기상

2018. 12.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성장과제 R&D 과제 
          선정

2019. 03. 신한금융그룹 신한퓨처스랩 5기 선정

2019. 0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DB-Stars 기업 선정

2019. 10. 서울금융위크 핀테크기업 IP컴피티션 
          서울시장상

2019. 12.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앱 X 시그널엔진 
          구독서비스 탑재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증권거래소 코스콤, Fn가이드

머니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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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머니스테이션 - 글로벌 금융소셜네트워크

▶ 2. 시그널랩 - 그림으로 보고 투자하는 금융 구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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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메디펀 영문명 MEDIFUN Inc.

대표자명 김민수 설립일자 2019. 03. 15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WeWork 11

홈페이지 www.medifun.kr 이메일 stepan3560@daum.net 대표번호 070-8279-8507

담당자 연락처 070-8279-8507 담당자 이메일 stepan3560@daum.net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1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의료비지불결제 시스템,
지불결제시스템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메디펀은 의료 비지니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및 파이낸싱 시스템 'MediNomi' 운영

지자체 지역화폐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한 
MediNomi 생태계 활성화 

•MDC보유내 외국인환자에게 지역화폐 환전 
서비스제공, 결제 편의성 제공 

•MDC로 의료비가 결제 되는 경우, 지역화폐 
교환서비스를 통한 유동성제공으로 병의원의 재정 
건정성 확보지원 

•지역별 의료 산업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MediNomi 회원병원 확대 

•MediNomi 서비스 초 기활성화 방안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 현지기관과의 
협력강화 

•MediNomi의 자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병의원 
정보 구축, 의료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전개

MediPay: 환자와 병의원 양자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

MediFi: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전원생, 
개업의, 병의원을 위한 파이낸싱 시스템

2019. 03. (주)메디펀 법인설립

2019. 04.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 사업자선정(10기)

2019. 05. 동아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선정

2019. 06. 부산경제진흥원 크라우드펀딩지원 사업 
          선정

2019. 07. 부산경제진흥원 공공구매지원사업 선정

2019. 08. BUBIA 베트남 비즈니스매칭 사업지원 
          (현지기업 MOU체결)

2019. 09. 블록체인기반 메디컬 결제운영시스템 
          ‘MediNomi’ 개발

2019. 09. 세일병원 ‘MediNomi’ 협업기관 체결

2019. 09. 아남약품 프로젝트 투자확약

2019. 09. 에이블벤처스(엑설러레이팅) 시드 투자 확약

2019. 10. 싱가포르 IT지원센터(KICC) 입주기업 선정

2109. 09. 신명약품 프로젝트 투자확약

 제휴기관

메디컬블록체인연구회, 부산동구청, 세일병원, 에이블벤쳐스

메디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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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의료 비지니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및 파이낸싱 시스템 
'MediNomi' 운영
지자체 지역화폐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한 MediNomi 생태계 활성화 
• MDC보유내 외국인환자에게 지역화폐 환전 서비스제공, 결제 편의성 제공 
• MDC로 의료비가 결제 되는 경우, 지역화폐 교환서비스를 통한 유동성제공으로 병의원의 재정 건정성 
  확보지원
• 지역별 의료 산업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MediNomi 회원병원 확대 
• MediNomi 서비스 초기 활성화 방안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 현지기관과의 협력강화
• MediNomi의 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병의원 정보 구축, 의료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전개

▶ MediPay: 환자와 병의원 양자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

▶ MediFi: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전원생, 개업의, 병의원을 위한 파이낸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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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모바일퉁 영문명 Mobile Toong Co., Ltd.

대표자명 김형우 설립일자 2017. 11. 3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스파크플러스 208

홈페이지 http://www.travel-wallet.com/ 이메일 hwkim@travel-wallet.com 대표번호 02-522-0400

담당자 연락처 02-522-0400 담당자 이메일 hwkim@travel-wallet.com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13억원

주요 서비스 해외송금 외화환전 
글로벌선불카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모바일퉁은 글로벌지급결제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회사이다.

모바일 환전 송금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인 '트래블 
월렛(Travel-Wallet)' 앱을 2019년 2월 출시할 
계획이다.

트래블 월렛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환전수수료다. 
은행이나 공항에서 환전 시 1~10%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트래블월렛의 경우 자체 환전 
거래시스템을 통해 최대 0%대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실시간 환율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하며, 해외 
파트너사와 협약을 통한 외화 현지 수령,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7. 11.

회사 설립

2019. 01.

트래블월렛 운영사 '모바일퉁', 카카오벤처스 포함

9억원 투자 유치

 제휴기관

롯데카드

모바일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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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모바일퉁은 모바일 환전 및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모바일퉁의 '트래블 월렛(Travel-Wallet)'은 
해외여행 시 쉽고 빠른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래블 월렛을 통해, 365일 24시간 원하는 통화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환전 가능하며, 환전 금액은 트래블 월렛 선불카드에 충전하여 해외 모든 UnionPay 카드 
가맹점 및 ATM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태국 바트화, 베트남 동 등 아시아 통화에 대한 최저비용 환전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 
월렛은 금융감독원의 각종 전산설비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금융보안원의 앱 서비스 취약점 및 보안 점검 심사를 통과하였다, 또한 은행권과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 체결을 
통해 고객 환전 계좌 및 예금을 보호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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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모비틀 영문명 MOBITLE

대표자명 이걸우 설립일자 2011. 01. 2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방배래미안타워 109호

홈페이지 www.zummaslide.com 이메일 gwlee@mobitle.com 대표번호 02-586-3373

담당자 연락처 02-586-3373 담당자 이메일 gwlee@mobitle.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4억 6,0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모비틀의 ‘줌마슬라이드’는 관리비 차감 가치로 
아파트(거주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라이프 플랫폼이다. 

아파트 주변의 배달 및 방문 가게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는 매월 관리비가 차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아파트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앱 
소지만으로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손 안대고 
출입할 수 있는 줌마휙패스 IoT 서비스를 수도권과 
대구지역에 15개 아파트에 시범 도입 후 편리성 
증대 호평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회원은 실구매력이 높은 아파트 거주 
30~40대 여성주부 회원 3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점에게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마케팅 툴이 
제공된다. 사장님용 앱, 주문접수 앱/웹, LPO용 앱, 
포인트 적립 앱 등이 있어 신규 할인 이벤트, 
핫딜 스페셜, 월별 더블 적립, 문자/푸쉬 마케팅 
등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

2011. 01. 회사 설립

2012. 앱 제작 플랫폼 일본 판매

2013. 리스트형 앱 광고 플랫폼 서비스 시작

2015. KB국민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전국 아파트 
      연합회 양해각서 체결

2016. KB국민카드와 양해각서 체결, 신한카드와 
      양해각서 체결

2017. 코나아이와 제휴 체결, 코닥과 전략적 제휴 
      체결, 창업진흥원 사업화 패키지 사업에 선정

2018. 창업진흥원 사업화패키지사업 피선정

2018. 아파트관리 프로그램 공급 계약(휴먼정보시스템)

2018. 아파트 IoT패스(아파트 공동 자동 출입) 공급  
      계약

2018. 아파트 무인택배함 공급 계약

2018. 대구/경북 지역 아파트 산업 줌마 IoT전략적 
      제휴(주)상원S&C

2019. 수도권 지역 아파트산업 줌마 IoT전략적 제휴 
      (주)행복드림

 제휴기관

신한카드, 창업진흥원, 코나아이, 하나멤버스, KB국민은행, OK캐쉬백

모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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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줌마슬라이드"는 아파트회원에게는 “리워드”를 지역소상공인에게는 “이익”을 그리고 당사와 같이하는 
지역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아파트 회원"은 분산되어진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고 "월고정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 서비스가 없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은 인건비, 임대료 비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부족함이 매출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역책자 배포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사업자"들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줌마슬라이드"는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아파트회원"은 관리비를 차감 할 수 있고 리워드 결합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관리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줌마앱을 깔면 자동현관 출입물을 번호키를 누르지 않아도 통과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가 있고 아파트 
무인택배함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가맹점"은 단골고객 확보와 광고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업자"는 아파트 진입기회를 가지게 되고 수익다변화와 데이터베이스 활용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내 온디멘드 O2O 서비스 환경
산업별 생성된 온디멘드 O2O업체는 회원모집 및 유지를 위한 막대한 마케팅비용이 필요하지만(B사:2015년 
매출액 대비 최고 63.2% 집행) 당사서비스는 아파트회원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대당 수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존 온디멘드 O2O업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해외시장 
1) 덴마크
 - 회사명: Matchwork
 - 협의내용: 관계회사 Archant(신문사), CN(미디어사), G Media(잡지사)에 소개 
2) 베트남
 - 회사명: Icom_베트남 모바일 컨텐츠 공급업체
 - 협의내용: 핸드폰 비용 차감 가치로 광고 App 도입검토 희망(핸드폰을 통한 제품구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4위(AC Nielsen))
3) 인도네시아
 - 채널: 모바일 컨텐츠 공급자, 광고업체, 소비재 제품 공급회사
 - Market insigh: 생활수준이 낮아 적은 금액에 reward에도 반응도 높음, 스마트폰 사용자수 8,000만 이상  
   매년 2/3이상이 스마트폰임, 자카르타에 1억명 이상이 거주해 인구 밀집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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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모자이크어드바이저리 영문명 Mosaic Advisory Inc.

대표자명 조성우 설립일자 2017. 01. 02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804

홈페이지 www.taxbeauty.com 이메일 avarlon@hotmail.com 대표번호 02-3283-0333

담당자 연락처 010-5281-2864 담당자 이메일 avarlon@hotmail.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연말정산 절세 최적화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모자이크어드바이저리는 개인 맞춤형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직장인 대상 
자산관리 및 재무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개인맞춤형 연말정산 관리 앱 서비스인 
'절세미인'을 개발하였다.

절稅미인은 직장인의 개인 맞춤형 연말정산 
최적화를 통해 최대 환급이 가능토록 하며,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 사용자가 간편하게 
효율적인 절세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이다.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금융자산 최적화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2017. 01.

회사 설립

2017. 06.

연말정산 절세 알고리즘 특허 등록

2017. 11.

벤처인증

2017. 12.

서비스 출시

2019. 04.

우리은행 디벨로퍼스랩 선정

2019. 09.

NH농협 디지털챌린지플러스 선정

 제휴기관

단국대학교, 벤처기업협회, 서울산업진흥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모자이크어드바이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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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모자이크어드바이저리는 직장인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말정산 관리 앱 '절세미인'을 출시하였다.
절세미인은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관리 시스템으로, 어렵고 헷갈리던 연말정산 세금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말정산 최적화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소비 가이드를 제공한다. 연봉과
가족관계, 전년도 납세액 등의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체크카드 사용 여부 등 질문에
답하면 절세 항목 및 추가 환급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략한 과정으로
사용자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데이터가 자동 수집, 반영되고, 그에 따른 가이드를 제시하여 최적 절세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절세미인을 통해 연말정산 관리를 하고 있다. 
그간 1년여의 베타버젼 운영을 끝내고 2019년 말 정식 버젼을 배포한다. 이번 정식 버젼에서는 공인인증서 
기반 스크래핑 모듈을 탑재했으며, 보다 많은 정보의 자동 수집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하였고, 그 결과 절세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가이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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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모핀 영문명 MOFIN Inc.

대표자명 노지연 설립일자 2018. 04. 3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14층(여의도동) 코스콤 인큐베이팅센터 내

홈페이지 www.mofin.kr 이메일 joonmo.kim1@gmail.com 대표번호 02-761-7007

담당자 연락처 010-9997-7010 담당자 이메일 joonmo.kim1@gmail.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투자자문, 소프트웨어개발,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모핀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기업으로 정보기술 및 금융공학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2018년 4월 설립하였다.

모핀은 과거 28년간 전세계 주요 금융시장 
데이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현 적용, 
개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매매 
알고리즘은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구성 및 인간의 
개입 없는 전자동 시세/주문/체결 운용기술부터 
시스템 헷징까지 완벽히 구현되었다. 이러한 
자동매매 알고리즘은 국내유일의 특허등록 
솔루션이며 그간의 지난한 R&D의 결과물로써 
혁신적인 알고리즘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자본시장 공동 오픈 API와 
완벽한 연동 구현으로 플랫폼 기술 구현을 
완성하였으며, 자동매매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로 
실시간 수익률 테스트와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금융투자업계(증권업)와 API 연동이 
용이한 AI 자동매매 알고리즘 솔루션이므로 확장 
서비스 론칭도 용이하다.

2018. 04.

모핀 설립

2008. 06.

특허 등록 (국내 유일 자동매매 알고리즘 특허)

2019. 02.

민간 투자 유치

2019. 06.

코스콤개최 2019 IT 벤처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

2019. 06.

현물과 선물의 복합적 매매를 구현하는 수익추구형 
로보어드바이저 구축

2019. 07.

공모주 재청약을 위한 청약증거금 담보대출 관련 
특허 3건 출원

2019. 1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 선정

2019. 12.

코스콤 HINT 연동

2019. 12.

KISA 2019 핀테크&블록체인 채용설명회 참여기업

 제휴기관

코스콤(한국증권전산)

모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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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모핀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전세계 주요금융시장의 자본시장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덱스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모핀 로보어드바이저’를 선보이고 있다. ‘모핀 로보어드바이저’ 는 
"변동성+방향성의 균형이론식"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서 전 상장종목(약 2,300개)의 재무 및 적정주가를 
빅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하여 재무진단을 실행하고 투자자산 및 성향평가 등의 6개의 결정변수(6SV)를 이용하여 
투자전략을 산출한다.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실시간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적용, 주문전달이 내재된 5가지 
매매패턴(5TP)으로 전자동 수행한다. 5TP는 모핀만의 핵심전략이며 포트폴리오 구성, 적용부터 주문, 체결, 
헷징까지 인간의 개입없는 완벽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구현한다. 사후관리로서는 실시간 리밸런싱을 
통하여 보정된 데이터를 자산분석에 재반영한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위험조정 후 측정하는 수익률지수인 
샤프지수로 평가하며 즉시 제시 가능하다.
이러한 특장점으로 국내 자본시장시장만의 로보어드바이징을 뛰어넘어 해외 자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예정이며, 외환시장(FX) 및 원자재시장(금, 석유) 등 각각의 자산시장 및 시장간의 교차투자 및 연동기능이 
탑재된 종합 자산시장 로보어드바이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모핀의 추가적인 자본시장 서비스인 공모주청약 청약증거금 대출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에서만 구현되며 
공모주 재청약을 위한 청약증거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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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몬저 영문명 Monzer Co., Ltd.

대표자명 이광재 설립일자 2018. 11. 0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4층(크래프톤타워)

홈페이지 www.monzer.net 이메일 justin.lee@monzer.net 대표번호 031-620-1200

담당자 연락처 010-3225-7647 담당자 이메일 justin.lee@monzer.net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3,000만원

주요 서비스
중소상공인 대출 서비스,
주문서 금융(Purchase 

Order Finance)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몬저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주문서 
금융(purchase order finance)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주문서 금융이란 
주문서를 기반으로 주문서를 수령한 기업에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에 기존의 기업 
일반대출(line of credit)이나 팩토링(factoring)과 
비교하여 보다 앞선 시점에 기업이 주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사업 기회 손실을 방지하고 보다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기업,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주문서 금융의 이러한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로 구현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며 나아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아직 해외에서도 
오프라인 기반으로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몬저는 주문서 금융을 
온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하고자 산업 
빅데이터와 레가시 시스템의 활용, 스크래핑 등을 
다양한 결합을 통해 주문서의 실시간 심사와 전체 
사이클에 대한 관리, 회수 리스크 통제를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몬저는 2020년 중 최초로 온라인 주문서 
금융을 구현하고 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거래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18. 11.

법인 설립

2019. 03.

자동차부품 소상공인을 위한 주문서 금융 시스템 개발

2019. 10.

자동차부품론 테스트 서비스

 제휴기관

카스테라, HI파츠

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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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몬저는 주문서 금융(purchase order finance)를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주문서 금융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서를 기반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주문 완료 후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팩토링(factoring)이나 실시간 매출 채권 대출 서비스보다 매우 앞선 시점에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문서 금융을 통해 사업 기회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더 큰 주문을 수행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증대에 매우 유용한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앞선 시기에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술적, 관리적,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몬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빅데이터, 레가시 시스템 연동, 스크래핑 등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심사부터 회수까지 주문서 금융 전체 사이클에 대한 관리와 리스크의 엄격한 통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특정 마켓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주문서 금융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 중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마켓을 확대하고 나아가 거래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으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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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미드레이트 영문명 MIDRATE. Co., Ltd.

대표자명 신규식 설립일자 2016. 02. 2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5층

홈페이지 www.midrate.co.kr 이메일 contact@midrate.co.kr 대표번호 02-546-4076

담당자 연락처 02-546-4076 담당자 이메일 kghng135@midrate.co.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미드레이트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Peer 
to peer) 금융 플랫폼 운영 사업자다. 저금리와 
금리 절벽으로 양극화된 금융 시장에서 정보 
기술과 P2P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 중금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입자에게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의 대안 투자 
상품을 선보인다. 2016년 출범한 이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며 P2P금융 플랫폼 사업자 중 최초로 
오픈 API를 도입 했으며, 2017년에는 제3자 자금 
관리 API를 개발해 적용하였다. 

미드레이트는 상품관리는 물론이고 자체개발을 
통한 투자자 편의 서비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개개인이 직접 세밀한 투자 설정을 할 수 있는 
‘자동투자 서비스’와 100여개 P2P금융업체의 대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라’, 타 P2P 금융 
업체의 상환일정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올렛’, 개인간 리워드 물품 거래가 가능한 
‘라벤더’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16. 02. 회사 설립

2016. 04. P2P 금융 오픈 API 도입

2017. 02. 신한카드 업무 제휴(대출 탈락 고객 연계)

2017. 04. P2P 제3자 자금 관리 API 공동 개발 완료

2017. 06 부동산 NPL 매입법인 공동 설립 
         (한국플랫폼연합자산대부)

2017. 08. P2P 통합 일정 관리 시스템, 바이올렛 출시

2017. 09. P2P 리워드 마켓, 라벤더 출시

2017. 10. P2P업체 거래현황(누적대출액, 연체율) 
         수집 시스템 ‘보라(Bora)’출시

2017. 11. 블록체인 기반 P2P 원리금 수취권 발급 
         시스템 기획(농협, 상용화 2019년 3월)

2018. 02. 금융감독원 P2P 연계대부업 등록 완료

2018. 12. 홈쇼핑 상품 거래를 위한 임직원 몰
          (미다지몰) 개발 진행

2019. 03. 블록체인 기반 P2P원리금 수취권 발급 
          시스템 NH농협은행 공동 개발 완료

2019. 04. 블록체인 기반 P2P원리금 수취권 
          NH스마트고지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 개시

2019. 04. KISA 지원 과제 선정(업체별 자료 수집 
          연동 서비스 ‘보라’ API 개발)

2019. 04. 누적 대출 금액 300억 기록(부실률 0%)

2019. 07. 모바일 투자 플랫폼 ‘올리고(Oligo)’ 연동
          서비스 개발

2019. 09. ‘올리고’ 연동서비스 개발 완료 및 상품 출시

2019. 09. 2019 한경 핀테크 대상’ 테크 분야의 
          P2P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기술보증기금, 신한카드, 올리고(Oligo), 웰컴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핀다, 한국P2P금융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NH농협은행, NICE신용평가

미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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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미드레이트는 P2P 금융 서비스를 통해 대출과 투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과 수익률을 제시해 
고객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상품과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드레이트는 합리적인 심사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가사의 기본 신용 정보 신용 등급 및 연체 정보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가승인 조건을 산출하고, 미드레이트 알고리즘에 따른 21개의 세분화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좀 더 
합리적인 최종 대출 금리 및 조건을 제시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및 부동산 대출의 경우 대출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 조건을 제공하며, 저렴한 금리 혜택 및 합리적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인 P2P금융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투자자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러 업체에 흩어져 있는 상환일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인 ‘바이올렛(By All Rate)’ 서비스와 인간 리워드 물품 거래가 가능한 ‘라벤더(La Vender)’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바이올렛’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의 상환 일정을 캘린더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드레이트 상품 뿐 아니라 다른 P2P업체에 투자한 상품도 함께 등록해 상환스케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여러 업체,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을 위해 출시한 시스템이다. ‘라벤더(La Vender)’는 투자자들끼리 여러 업체에서 받은 다양한 
리워드(모바일 쿠폰 등)를 서로 거래할 수 있는 P2P리워드 거래 오픈마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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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민앤지 영문명 Minwise Co., Ltd.

대표자명 이현철 설립일자 2009. 03. 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13층

홈페이지 https://www.minwise.co.kr/ 이메일 helpdesk@minwise.co.kr 대표번호 02-929-4463

담당자 연락처 02-6454-0211 담당자 이메일 mjw1100@minwise.co.kr

종사자 수 96명 자본금 28억원

주요 서비스
건강지키미, 뱅크원샷, 
간편투자, 슈퍼스탁, 
휴대폰번호도용방지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민앤지는 보안/인증/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생활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AI, 
블록체인, 인슈어테크 등을 활용한 신규 핀테크 
플랫폼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민앤지가 보유한 시장 개척 역량,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가입자 기반의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IT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2009. 03.

회사설립

2010. 02.

휴대폰번호도용방지 서비스 출시

2015. 10.

주식투자노트 서비스 출시

2016. 10.

세틀뱅크 인수

2017. 09.

슈퍼스탁 서비스 출시

2017. 10.

알파스탁 출시

2018. 02.

건강지키미 서비스 출시

2018. 05.

뱅크원샷 서비스 출시

2019. 03.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 출시

2019. 11.

‘위치정보 기반 레저 보험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제휴기관

나이스신용평가, 다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서울신용평가정보, 신한금융투자, 이니시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폭스바겐, 한국경제TV, 한국모바일인증, BMW, CGV, iMBC, KCP, KG모빌리언스, 
KT, LGU+, SBS미디어넷, SK텔레콤, 11번가

민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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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건강지키미' 서비스는 모바일 라이프에 맞춰 모바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건강(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고객들은 PC 및 전용 사이트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보험/건강(의료) 정보들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보험, 납입금액, 진료 정보 및 투약 정보 등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보험, 건강(의료)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과 과도한 
건강(의료) 지출액까지 확인하여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 ‘뱅크원샷' 서비스는 흩어져 있는 은행별 자산을 매번 로그인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더욱 쉽게 금융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중이 알기 쉽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자산관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슈퍼스탁' 서비스는 2개의 로봇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전체 상장 기업의 투자 정보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발굴한 유망종목의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모바일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로써,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고가의 주식 
정보 서비스 위주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주식 
정보를 저렴한 이용료로 제공하여 주식 서비스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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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바람직 영문명 BaramZik Inc.

대표자명 이승원 설립일자 2019. 01. 1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50-1, 6층(인현동1가, 원일빌딩)

홈페이지 https://baramzik.com 이메일 hello@baramzik.com 대표번호 02-701-8377

담당자 연락처 010-7554-8377 담당자 이메일 leesw@baramzik.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구인구직 영상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바람직은 영상과 인공지능 기반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이다.

직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고용의 형태가 
생겨나는 변화의 시대에, 바람직은 우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구인구직 
영상 플랫폼 '바람직'으로 영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회사가 동등하게 교류하는 상생 플랫폼을 
지향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설립하였고, 2019년 IBK 
기업은행의 퍼스트랩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핀테크의 인공지능과 보안인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지금껏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구인구직 시장에서 영상 기반의 디지털 
채용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2018. 11.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9. 01.

(주)바람직 법인 설립

2019. 06.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고용노동부)

2019. 07.

바람직 서비스 출시

2019. 09.

IBK 기업은행 퍼스트랩 선정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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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바람직은 구인구직 영상 플랫폼 '바람직(BaramZik)' 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 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구인구직은 텍스트 기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인 회사와 구직자 간에 심각한 
정보불균형, 불필요한 거래비용 등 비효율이 만연하였다. 또한 신입 공채 위주로 설계되어 경력 수시채용의 
사회적 흐름과도 상이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바람직은 기존 텍스트 기반 채용공고 사이트의 한계를 넘어서 영상 기반으로 진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서 
앱과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과 웹의 영상 기능을 활용하여 사전 영상 질문과 답변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영상 자기소개를 통해 인재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구인 회사의 경우 채용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해 기존의 채용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 동영상 스토리로 구직자에게 보다 더 생생한 회사소개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영상 질문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더 빠르게 선발할 수 있다. 
구직자는 형식적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보다 짧은 자기소개영상 하나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다양한 영상 답변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재능 등을 더 상세히 자신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영상에 인공지능(AI) 분석을 접목해 구인 회사와 구직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력서 뒤의 진짜 사람을 만나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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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바른기술 영문명 VARN Inc.

대표자명 박희만 설립일자 2012. 06. 18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403-1호

홈페이지 www.varn.tech 이메일 info@varn.tech 대표번호 062-602-7850

담당자 연락처 062-602-7850 담당자 이메일 alcorjjong@varn.tech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자동분류 API 서비스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바른기술은 기술 집약적인 기업을 모토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

2012년 바른앱 설립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직접 제조를 아우르는 융복합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9년 바른기술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바른기술은 IoT와 인공지능의 융합,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산업기반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의 첨단 
기술과 더불어,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초인류애적인 기술 구현을 동시에 추구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의 
편의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기술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이 곧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물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완성된다.

2012. 06.

㈜ 바른앱 설립

2012. 11.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2012. 11.

벤처기업 인증

2014. 10.

공장 등록

2018. 01.

S/W사업자 신고

2018. 06.

직접생산확인 증명

2018. 09.

ISO 9001:2015 인증

2019. 02.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2019. 06.

㈜ 바른기술 법인명 변경

2019. 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2019.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제휴기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바른기술



20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바른기술의 핀테크 API를 통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조회 및 자동분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자동분류 API 서비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소비항목 
분류를 자동으로 처리하며, 소비항목의 자동 분류를 위해서 소비처의 업종 분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바른기술의 API 서비스는 소비항목을 자동 분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해당 API를 통해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은 소비 지출 현황을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파악 가능하고, 기업은 고객 자산관리 분야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내역 조회 및 분류 자동화를 
구현하여 다양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가능하며 고객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

▶ 한편,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스마트볼(Smart Ball)'로서 홀로 남겨져 있는 반려동물의 우울증 및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 상호작용과 움직임을 유도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IoT 기기이다.

▶ 아울러 '스마트칼라(Smart Collar)'는 반려동물 목걸이 형태로 장착되어 반려동물의 실시간 움직임 및 운동량을 
관찰하고 필요시 스마트볼을 제어하여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운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바른기술의 '펫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 남은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어디서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펫 보험 혜택 및 동물병원 진료 추천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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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바른핀테크 영문명 barunfintech

대표자명 김봉영 설립일자 2016. 11. 0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15층

홈페이지 https://www.barunfund.com/ 이메일 contact@barunfund.com 대표번호 02-529-7967

담당자 연락처 02-529-7967 담당자 이메일 jspark@barunfund.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P2P금융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바른핀테크는 P2P(Peer to peer) 금융 플랫폼인 
바른펀드(BarunFund)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유통 구조를 개선한 틈새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과 달리 이용자인 고객, 
즉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를 위한 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위해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고 국내외 
금융을 아우르는 신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산관리 기관인 피델리스자산운용, 감정평가 
전문업체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안정적 투자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6. 12.

바른펀드 플랫폼 서비스 오픈

2017. 06.

페이게이트, 세이퍼트 업무협약 체결

2017. 10.

자산운용사 피델리스, 국제자산신탁 업무협약 제휴

2018. 04.

NICE 신용평가정보 신용평가조회 업무 제휴

2018. 05.

누적투자금액 100억원 돌파

2018. 12.

바른펀드 플랫폼 서비스 2주년(연체율 및 부실율 0%)

2019. 06.

바른펀드 누적대출액 200억 돌파(연체율 및 부실율 0%)

2019. 07.

KCB자산관리 채권추심 업무협약 체결

 제휴기관

국제자산신탁, 노블홀딩스, 삼창, 페이게이트, 피델리스자산운용

바른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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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바른핀테크는 P2P 금융 플랫폼인 바른펀드(BarunFund)를 선보이고 있다. 바른펀드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해 지점 운영 비용, 인건비, 대출 영업 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바른펀드는 현재 부동산 금융 상품을 주로 
출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보 기술과 금융 업무 능력을 지닌 
바른핀테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국내외 유통과 무역, 고급 코즈메틱, 020 서비스 및 IT 솔루션 
서비스 등 산업 분야 계열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 올바른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인력과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철저한 심사 및 평가 절차를 시행하고 담보 및 안전장치를 
설정해 상품 리스크 ‘제로(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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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바름 영문명 BARUM

대표자명 장진훈 설립일자 2013. 07. 0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2층 120호(문현동, 제오피스호)

홈페이지 http://www.thebarum.co.kr 이메일 ceo@thebarum.co.kr 대표번호 02-1544-4627

담당자 연락처 070-4262-5839 담당자 이메일 support@thebarum.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디지털마케팅분석,
전자상거래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바름은 구글공식파트너사로 데이터분석 마케팅을 
토대로 마케팅 분석 및 관리/운영을 하는 
디지털마케팅회사입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해 마케팅 기획과 운영을 
최적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름의 역할입니다. 

바름은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 기능을 
플랫폼별로 쉽게 구현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접목된 전자상거래 기능은 더 많은 
이들에게 쉬운 결제 접근과 더불어 간편한 
전자상거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 07.

주식회사 바름 설립

2018. 07.

부산스마트벤처캠퍼스 마케팅데이터분석 멘토링 위촉

2018. 12.

서울지사 설립

2019. 08.

유스페이스 핀테크 기업 선정

2019. 12.

부산형 착한기업 선정

 제휴기관

부산광역시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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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전자상거래 플랫폼(가칭)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기능을 보유한 
웹사이트에서 결제 기능까지 고객이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에서 접근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 채널 플랫폼과 연계되어 자사의 쇼핑몰 내 등록된 제품을 외부 플랫폼과 채널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플랫폼별 리포트, 인사이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최적화된 마케팅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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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발트루스트 영문명 WaldLust

대표자명 최영우 설립일자 2013. 09. 24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8, 매송빌딩 4층

홈페이지 www.paperlot.co.kr 이메일 help@waldlust.co.kr 대표번호 031-781-4531

담당자 연락처 010-6302-5545 담당자 이메일 stevechoi@waldlust.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오너앱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발트루스트는 스마트폰용 스탬프 카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페이퍼랏(Paperlot)’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발트루스트는 숲(Wald)과 즐거움(Lust)의 합성어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숲으로 들어가는 
지역명이기도 하다. 숲과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트루스트가 첫 번째 선보인 페이퍼랏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것에 대한 산물이다.

발트루스트는 개별 매장의 멤버십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주는 ‘오너앱(Owner's 
App)’을 제공한다.

2013. 09.

회사 설립

2016. 09.

터치 스탬프 사업 개시

발트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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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발트루스트는 매장용 스탬프카드 개발 플랫폼인 페이퍼랏을 통해 ‘오너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매장만의 
멤버십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개발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오너앱은 고객 관리의 
편리성을 높였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앱을 실행하는 즉시 적립된다. 앱 내에 단독으로 홍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메뉴 출시나 기간 한정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의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및 모바일 선불카드 시스템도 갖췄다. 기존 POS 시스템에 간단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포인트 추가 적립 및 선불 충전이 가능하다. 도입 매장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앱 제작 비용은 물론 가입비나 
설치비가 없어 비용 부담이 없다. 매달 고객 유형 분석 및 경영 보고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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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뱅큐 영문명 bankQ Co., Ltd.

대표자명 천정훈 설립일자 2019. 02. 1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여의도위워크 4층 112호

홈페이지 https://www.bankq.co.kr/ 이메일 bankq@bankq.co.kr 대표번호 010-4375-7351

담당자 연락처 010-4375-7351 담당자 이메일 jeonghun.cheon@bankq.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7억원

주요 서비스 뱅큐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뱅큐는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여 쉬운 
금융을 만들어가는 핀테크 회사이다.

은행, 카드, P2P,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자산을 한곳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뱅큐(bankQ)'를 서비스하고 있다.

개인의 금융 생활에 맞춰 신용카드, 저축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며, KB금융과의 제휴로 
보유한 펀드를 분석해주는 '펀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저널을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금융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삼성자산운용과의 제휴로 
전문적인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금융 투자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2017. 09.

뱅큐 사업부분 출범(비욘드플랫폼서비스)

2018. 05.

뱅큐 서비스 출시

2018. 12.

매일경제 ‘올해의 앱’ 종합자산관리 부문 선정

2019. 02.

뱅큐 사업부분 스핀오프(분사)

2019. 05.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API개발 지원 사업 선정

2019. 07.

삼성자산운용, 컨텐츠 교환 게재를 위한 협약 체결

2019. 07.

KB증권, 펀드평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MOU 체결

2019. 10.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2019. 10.

펀드케어 서비스 출시

2019. 12.

카드추천 서비스 출시

 제휴기관

삼성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케이액셀러레이터, KB증권

뱅큐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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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뱅큐는 은행, 카드, P2P,  등 다양한 자산을 한곳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자신의 자산을 은행부터 최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P2P,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가계부(소비 분석)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며, 적절한 예산을 
설정해준다. 또한, 정확도 높은 소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추천해준다.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비저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가상통화
가상통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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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베네핏소셜 영문명 BenefitSocial

대표자명 임재훈 설립일자 2016. 06. 0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4층

홈페이지 www.funfunding.co.kr 이메일 contact@funfunding.co.kr 대표번호 02-2108-1313

담당자 연락처 02-2108-1313 담당자 이메일 contact@funfunding.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베네핏소셜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대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펀펀딩(FunFunding)’을 
운영하고 있다. 펀펀딩은 ‘즐거운 금융’을 표방한다. 
기관과 자산가 중심의 금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펀펀딩은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상품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를 지향한다. 바쁜 일상에서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펀펀딩은 공공기관 채권 전문 P2P 금융으로 짧은 
투자 기간, 높은 누적 상환율의 차별화된 특징을 
자랑한다.

2016. 06.

베네핏소셜 설립

2016. 09.

펀펀딩 론칭

2016. 09.

1호 투자 상품 오픈

2017. 07.

한국P2P금융협회 회원 가입

2018. 01.

232호 투자 상품 오픈

 제휴기관

한국P2P금융협회

베네핏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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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펀펀딩은 전문 지식과 고액 자산이 필요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전문가들이 심사, 평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소액투자자도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2P 투자 플랫폼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의 민간 자금을 이용했던 대출자에게 10%대의 중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의 
경우 부담 없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금액은 최소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펀펀딩은 다년간의 투자 노하우로 담보 가치, 전문 기관 신용 등급, 담보 비율, 담보 종류, 환금성, 차주의 
상환능력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중금리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펀펀딩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빠른 상환을 위한 단기 투자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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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베라노스 영문명 Veranos Inc.

대표자명 최유환 설립일자 2017. 11. 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20, 4층

홈페이지 www.veranostech.com 이메일 info@veranostech.com 대표번호 02-6933-6226

담당자 연락처 02-6933-6226 담당자 이메일 yhchoi@veranostech.com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V-GBI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베라노스는 GBI를 활용한 상용화버전 V-GBI를 
개발한 회사로, 퇴직연금 등 장기 자산운용에 
적합한 운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 11.

회사설립

2018. 01.

신한금융그룹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2018. 12.

삼성자산운용과 MOU 체결

2019. 06.

중국 핀테크AI업체 웰스엔진과 MOU 체결

2019. 09.

KB스타터스,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선정

2019. 11.

GBI의 상용화버전 V-GBI 출시

2019. 12.

삼성금융 오픈콜라보레이션 육성기업 선정

 제휴기관

삼성자산운용,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베라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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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V-GBI는 KAIST가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한 GBI (Goal-based Investing) 모델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한 버전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제시
*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존 기법과 달리, 목표 달성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기법
*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장기적 자산관리 분야의 most-advanced solution
* 개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Glide Path)를 시계열별로 제시
* 추계적 최적화 및 머신러닝 (Scenario Clustering)을 통해 개인별 P/F를 수 초만에 도출
* 노후 소득대체율, 결혼, 주택마련 등 다양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목표간 우선순위 조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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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벨소프트 영문명 Bellsoft

대표자명 이종일 설립일자 2013. 02. 23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001호

홈페이지 www.bellsoft.co.kr 이메일 contact@bellsoft.co.kr 대표번호 02-6925-6473

담당자 연락처 070-4858-0352 담당자 이메일 jasonlee@bellsoft.co.kr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30억원

주요 서비스 WOW Exchange 
(무인환전기)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벨소프트는 국내 최초 무인환전 서비스와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기술 업체다. 

휴대폰 번호로 간편 로그인 하는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했다. 2016년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 기술대상 
핀테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2017년 12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했다. 

2018년 9월 무인환전키오스크 와우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최초 출시 후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3. 02.

회사 설립

2013. 12.

휴대폰 본인인증 도용방지 관련 특허 등록

2015. 11.

폰로그인(간편 로그인) 서비스 개시

2016.

핀테크 부문 수상

2016. 07.

폰로그인(간편 로그인) 솔루션 KB카드 공급 계약

2017. 06.

아이러브코인 키오스크 시제품 출시

2018. 01.

전자금융업(PG) 등록 완료

2018. 06.

무인환전영업자 등록 완료

2018. 09.

무인환전 키오스크 '와우익스체인지' 정식 출시

 제휴기관

우리은행, 호텔신라, DowJones, KT 

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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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벨소프트는 한국 최초, 유일의 무인환전 키오스크 WOW Exchange를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간편하고 
저렴하게 무인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전역 관광객 동선(김포공항, 홍대, 명동, 동대문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통해, 15개 외국 통화를 원화로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 자유여행객들에게 
바이럴 호응을 얻고 있다. 내국인 대상으로도 원화 투입시 국내 최저 수준의 환율로 4개 외화를 구매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년간 입소문만으로 누적 거래액 300억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국내 300대 키오스크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전 키오스크를 통하여 얻은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접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웃바운드 내국인 대상 무인환전 서비스 역시 
다양한 금융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확대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 연동을 통한 보안성, 정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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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보난자팩토리 영문명 Bonanza Factory

대표자명 신중원 설립일자 2017. 01. 2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여의도동, 한국휴렛팩커드빌딩 8층)

홈페이지 www.bonanza-factory.co.kr 이메일 biz@bonanza-factory.co.kr 대표번호 02-2632-7774

담당자 연락처 02-2632-7774 담당자 이메일 yskim@bonanza-factory.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입출금 검증을 통한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보난자팩토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기관(은행)간 입출금시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보조 서비스를 제공,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이다.

2017년 01월 설립하여 서울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서울시 등 매년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아 왔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모두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기업이다. 

동사는 증권회사 API 기반으로 다양한 특화 컨텐츠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에게 
API 서비스(API Square)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 등을 거쳐 KB국민은행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보난자팩토리는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서비스 특허 등록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야간 주식거래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여, 국내 
초대형 증권사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야간 
주식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2017. 01.
법인(보난자팩토리) 설립
2018. 08.
미래성장동력 핵심 기술 기업 선정 (서울산업진흥원)
2018. 10.
두나무(주), (주)코빗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서비스 계약 체결
2018. 12.
4차 산업 혁명 특화, 전문화 선정 기업 (기술보증기금)
2019. 08.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기업 선정
2019. 09.
미래에셋대우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2019. 09.
(특허 등록)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서비스
2019. 10.
KB국민은행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019. 10.
서울핀테크랩 2기 기업 선정 (서울시)
2019. 10.
(특허 출원) 블록체인 기반 야간 주식 거래 시스템

 제휴기관

교보증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두나무, 미래에셋대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코빗, 핀테크지원센터, KB국민은행

보난자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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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보난자팩토리는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증권회사 API 기반 특화 주문, 고객지원서비스, Social 
App 등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융사고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보조] - 특허 등록
가상통화 취급업소(또는 암호자산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집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 고객으로부터 입출금이 
발생할 때 각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블랙리스트, 취급업소의 FDS(이상거래탐지), 금융회사의 블랙리스트 정보를 
대조하여 보난자팩토리가 금융회사에 입출금 요청을 지시 또는 거부하는 서비스를 제공.

▶ [증권회사 API 기반 고객 지원 서비스]
증권회사의 고객 중 Trading 알고리즘은 있으나 IT지식이 없어 로보어드바이저 등 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미래에셋대우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에셋대우 고객을 대상으로 API 기반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해외파생상품 Social App]
증권회사의 실전투자대회, 자체 가원장을 통한 매매 성향 분석 및 통계 서비스, 거래 내역 공유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동일 증권회사의 고객 간 거래내역을 Mobile Push 알림으로 고객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공유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등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야간 주식 거래 시스템] - 특허 출원
국내 주식시장 정규장 종료 후(18시 이후) 동일 증권사 고객끼리 야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초대형 증권사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서비스로 2019년 10월 특허출원을 비롯 2020년 
서비스 오픈 목표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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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보맵 영문명 BOMAPP Inc.

대표자명 류준우 설립일자 2015. 11. 2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6층 보맵주식회사

홈페이지 www.bomapp.co.kr 이메일 contact@bomapp.co.kr 대표번호 02-1544-2947

담당자 연락처 010-9505-0194 담당자 이메일 jhjo@bomapp.co.kr

종사자 수 50명 자본금 9,000만원

주요 서비스 보험 사후관리 및 상품 가입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보맵은 2015년에 설립한 회사로, 인슈어테크 
솔루션사업을 하고 있다.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는 
보험사 통합 어플리케이션 보맵(bomapp)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통합 보험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보맵은 흩어져 있는 
자신의 보험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보맵을 통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 
보험사별 가입 내역과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상 금액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으로 보험의 가치가 높지만, 보험 산업 
인식은 좋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보맵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불신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 1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플랫폼사업 선정

2017. 02.

보맵 보험가입자용 앱 출시

2017. 03.

보맵 설계사용 앱 출시 서울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선정

2017. 04.

모바일 어워드코리아 금융분야 보험관리부문 대상 수상

2017. 09.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18. 08.

서울시 강소기업 선정

2018. 08.

매경 핀테크 어워드 2018 최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롯데 액셀러레이터, 서울산업진흥원, 신한 퓨처스랩, 한화 드림플러스

보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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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보맵은 개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통합 보험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보맵'을 선보이고 
있다. 보맵은 한 번의 휴대폰 인증 절차만으로 가입한 모든 보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로 보험 
중복 가입 건수, 과보장 항목 확인, 보유 계약, 월납 보험료, 각 보험별 보장 내용, 특약 내용, 해지 환급금 등 
보험 관련 정보와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맵의 보상 전문가는 각 보험사의 상품별 약관 데이터, 고객 진단·분석 데이터, 발병률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능도 갖췄다. 인적 사항, 사고 사항, 서명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팩스 전송을 누르면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게 완료되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24시간 연결이 가능하며 보험 권리 행사 시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보맵과 전문 설계사들이 응답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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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보임테크놀러지 영문명 Voim Technologies Inc.

대표자명 김상범 설립일자 1976. 03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우림이비즈센터 2차 5층

홈페이지 http://www.voimtech.com/ 이메일 sbkim@voimtech.com 대표번호 02-890-7000

담당자 연락처 010-8912-7310 담당자 이메일 sbkim@voimtech.com

종사자 수 35명 자본금 22억원

주요 서비스 Image Solution, 금융기기, 
신분증 정보인식 시스템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보임테크놀러지는 1976년부터 금융 및 공공 
분야의 스캔 기반 이미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업체다.

금융 및 전산 사무기기 분야와 이미징 솔루션 
그리고 수표 및 신분증 정보 인식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보임테크놀러지는 스캔 이미징, OCR 문자 인식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 스캔한 이미지의 정보 
인식부터 위·변조 판별을 주요 기술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촬영을 통한 정보 인식, 
본인 인증, 개인 정보 마스킹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미징 기반 
본인 인증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 및 모바일 문서 
인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1976. 03.

회사 설립

1976. 03.

캐논 마이크로 이미징 및 디지털 이미징

한국 독점 총판 계약

1994. 02.

이스트만 코닥 마이크로 이미징 및

디지털 이미징 한국 독점 총판 계약

2005. 06.

행정자치부 본인 인증용 주민등록증

감별기 사업자 선정

2010. 11.

행정자치부 금융 서비스용 본인 인증
신분증 스캐너 사업사 선정

2016. 10.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 모바일 문서 인식, 
개인 정보 마스킹 서비스 출시

2018. 0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제휴기관

광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KT, 
LGU+, NH농협은행, SK텔레콤

보임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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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보임테크놀러지는 각종 이미징 솔루션과 신분증 정보 인식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임테크놀러지에서 선보인 
‘프라이버시 지킴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팩스로 송신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원 증명 서류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 이미지 파일을 알고리즘으로 인식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 항목을 블랙 영역으로 감추거나 제거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신분증 및 
비정형 문서 개인 정보를 마스킹하거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마스킹 처리한다. 보임테크놀러지는 개인 정보 
유출 사전 예방 및 고객 정보 보호 등 대외 정책 부응, 각종 법규 및 권고 사항에 의거한 고객 정보 보안 
그리고 대외 신뢰도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내부적으로는 보안 사고 예방을 통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보안 강화 및 시스템 적용에 따른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규나 제도의 시행과 변경에 
대처할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을 개선해 고객 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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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부자앱컴퍼니 영문명 Booza App Company

대표자명 신주호 설립일자 2018. 04. 12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0 이움빌딩 2F

홈페이지 boozaapp.com 이메일 thankyou@boozaapp.com 대표번호 02-6945-1700

담당자 연락처 02-6945-1707 담당자 이메일 you@boozaapp.com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7억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부자앱컴퍼니는 2018년 4월 설립된 기업으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통해 누구나 쉽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간편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당사는 간편 저축 및 투자 시스템 개발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자앱컴퍼니의 대표 서비스로는 '투투'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리뉴얼 출시된 '투투'는 주가 예측 
게임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받고, 국내외 주식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편 투자 
플랫폼입니다. 

'거장들의 투자공식'은 투자 정보 제공 어플로, 
세계적인 투자 거장의 전략을 국내시장에 
적용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2018. 04.

회사 설립

2018. 04.

Seed 투자 유치(신성델타테크, 앤드비욘드투자자문)

2018. 05.

’거장들의 투자공식’ ver2.0 출시

2018. 11.

'핫스탁 코리아' 출시

2019. 01.

Pre-Series 투자유치(유온인베스트먼트)

2019. 06.

회원수 10만 명 돌파

2019. 10.

NH투자증권 MOU 체결

2019. 11.

'핫스탁 코리아', '투투'로 이름 변경 및 서비스 리뉴얼

 제휴기관

삼성자산운용, 신성델타테크, 앤드비욘드투자자문, 유안타증권, 유온인베스트먼트, 
유진투자증권, 이뉴스투데이, 한국경제TV, 한양대학교, NH투자증권

부자앱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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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투투'는 주가 예측 게임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받고, 국내외 주식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편 투자 
플랫폼입니다. '도전10%'를 통해 주식정보를 예측하고,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를 접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재무분석 및 예상 수익률, 배당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투투의 회원들은 매일 열리는 수익률 대회에 참여해 상금을 탈 수도 있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주식 
고수들을 팔로우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투투' 어플 하나로 
모든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간편투자플랫폼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 '거장들의 투자공식'은 투자 정보 제공 어플로, 세계적인 투자 거장의 전략을 국내시장에 적용하여,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단타매매와 장기투자(최대 100일)까지 잠재력을 가진 우수종목 
Pool을 가치투자, 성장투자, 계량투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성향에 맞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세스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투자전략 알고리즘을 모듈화하여 매주 엄선된 종목만을 발굴해 
제공합니다. 거장별 추천주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장 종목 발굴관' 콘텐츠 및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 되는 시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종목 재무성적표가 인공지능으로 다듬어진 
'스마트 재무 분석'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도 7개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패턴 분석으로 
이용자의 관심종목과 유사한 차트를 보인 종목들의 미래수익률 예측도 제공하며 성향에 맞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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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로코 영문명 BLOCKO

대표자명 김원범 설립일자 2014. 12.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킨스타워 16층

홈페이지 www.blocko.io 이메일 info@blocko.io 대표번호 031-8016-6253

담당자 연락처 031-8016-6253 담당자 이메일 hrm@blocko.io

종사자 수 79명 자본금 7,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기존 DB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넘어설 기술을 
찾고 있던 DB 전문가들이 모여 블로코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에만 의존하는 
블록체인(크립토) 붐에 편승하지 않고 차곡차곡 
기술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블로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확보한 
블록체인 전문 기술회사입니다.

2018년 아르고 메인넷을 런칭하여 
엔터프라이즈부터 일반인까지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블로코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도 높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영국, 중동, 미국에서도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4.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블록체인 검색엔진 
      '워치' 런칭

2015.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COINSTACK 1.0 출시

2015. COINSTACK 2.0 업그레이드

2016. 인터베스트,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성창업 
      투자로부터 30억원 투자 유치

2016. 인증솔루션 COINSTACK OpenKeyChain 출시

2016. 시점확인 솔루션 COINSTACK Stamping 출시

2016. 국내 최초의 GS 인증 블록체인 플랫폼 
    COINSTACK 3.0 출시

2017.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 설립

2017.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인증 및 
      분산 파일 시스템 상용화

2018. Gartner 'Market Guide for Blockchain 
      Platforms' 대표 벤더사로 선정

2018. 블록체인 기반 통합인증 솔루션 COINSTACK 
      SignOn 출시

2018. 상용화 사례 세계 최다 보유

2019. 아르고 재단과의 기술적 / 전략적 제휴

2019. AERGO Enterprise 출시

2019.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휴기관

경기도,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전북은행, 포스코캐피탈, 
한국거래소, 현대오토에버, 현대카드, SK텔레콤

블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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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비즈니스의 연속성입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사용할 블록체인 플랫폼은 실제 업무와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기초 프레임워크를 
뛰어넘어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고려한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안정된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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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록젠 영문명 Blockxen Co., Ltd.

대표자명 박재우 설립일자 2018. 01. 05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303호

홈페이지 https://www.blockxen.com 이메일 contact@blockxen.com 대표번호 010-2031-6643

담당자 연락처 010-2031-6643 담당자 이메일 blackreaper88@gmail.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3,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블록젠은 소규모 인플루언서들이 손쉽게 
유투브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네이크'를 개발,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18. 01.

회사설립

2018. 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08.

벤처기업확인

2019. 08.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예선) 선발

블록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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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도네이크는 유투브, 트위치 등의 스트리밍 솔루션을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녹화영상 및 라이브스트리밍 시 
방송용 소프트웨어 OBS Studio와 결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플러그인형 시스템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소액후원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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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록체인소프트 영문명 Blockchainsoft

대표자명 안태현 설립일자 2019. 05. 0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804호

홈페이지 https://blockchainsoft.io 이메일 help@blockchain-soft.io 대표번호 02-1688-1092

담당자 연락처 02-1668-1092 담당자 이메일 ethan@blockchain-soft.io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구축사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블록체인소프트는 블록체인 기반 핵심 기술 
확보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Blockchain 기반 e-Business System, 
e-Business Development, e-Business 
Consulting, Web Designing, Html5, CSS3, 
jQuery, JavaScript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업체로, 
고객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끊임없이 성장하며 노력합니다.

2019. 05.

설립

 제휴기관

심바이오, 웰리스에이 

블록체인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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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Blockchain 기반 e-Business System, e-Business Development, e-Business Consulting, Web Designing, 
Html5, CSS3, jQuery, JavaScript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업체로, 고객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끊임없이 성장하며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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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록크래프터스 영문명 Block Crafters Co., Ltd.

대표자명 박수용, 송훈 설립일자 2018. 05. 2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쓰리엠타워 10층

홈페이지 http://blockcrafters.com/ 이메일 hello@blockcrafters.com 대표번호 02-6941-3998

담당자 연락처 02-6941-3998 담당자 이메일 jakang@blockcrafters.com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1,2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외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블록크래프터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 전문가 집단’을 표방하며 2018년 5월 탄생한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만을 엄선한 후 업계 최고·최대 수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블록크래프터스 엑셀러레이팅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인 5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메인넷, 금융, 
게임, 모빌리티, SNS 등 30여 개 프로젝트에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팀>
블록크래프터스의 구성원들은 각 전문분야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수용 공동대표는 데일리 
금융 그룹 산하 데일리마켓플레이스 COO,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등 포함한 다년간 투자경험을 
통해 코인원, 노매드 커넥션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업체에 다수 투자 및 합병을 총괄하였습니다. 송훈 
공동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팀 멤버가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매각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멤버들 역시 
프리퀄, Binary등 대표적인 IT스타트업의 
CO-Founder로서 창업을 경험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및 법률 자문이 가능한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 실적을 보유한 
실리콘밸리 소재 CTO 및 내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나래 사내 변호사(사법고시 
50기)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분야에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 03. 
Block Crafters Capital Pte. Ltd. 설립
2018. 05.
㈜블록크래프터스 설립
2018. 07.
D.STREET 설립
2018. 07.
Consensys & Block Water와 공동 행사
2018. 10.
세계지식포럼 D.STREET 세션 주관
2018. 11.
BC The Gathering (Meet-up) 개최
2018. 11.
BUIDL 전야제 행사 공동 진행
2019. 01.
엔젤투자 유치
2019. 04.
The Council (법률 세미나) 개최
2019. 05.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Accelerator 선정
2019. 07.
서울시 블록체인 협의체 선정
2019. 09.
세계지식포럼 D.STREET 세션 주관
2019. 09.
SBA 스타트업 서울 블록체인 세션 주관
2019. 10.
The Conference 주최 (SBA 서울산업진흥원 주관)
2019. 11.
블록크래프터스 데모데이 with 롱해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제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크래프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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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엑셀러레이팅>
- 블록체인 스타트업 팀 빌딩 지원
- 비즈니스 모델링/설계 지원
- 사업 모델에 맞는 최적 기술 추천 및 구현 자문

▶ <컨설팅>
-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 블록체인 법률자문 컨설팅
- 블록체인 스타트업 상황에 적합한 자금조달 방식 컨설팅

▶ <마케팅>
- 국내외 블록체인 마케팅 믹스 제안 및 실행
- 블록체인 산업에 특화된 마케팅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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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루바이저 영문명 BLUEVISOR

대표자명 황용국 설립일자 2017. 11. 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04호(서울창업허브별관)

홈페이지 www.highbuff.com 이메일 help@bluevisor.kr 대표번호 1855-4549

담당자 연락처 1855-4549 담당자 이메일 help@bluevisor.kr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하이버프
(A.I. 재테크 복지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블루바이저는 인공지능 기반 완전 일임형 재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블루바이저는 금융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기업 임직원이 재테크를 
케어할 수 있는 플랫폼 '하이버프'를 제공한다.

기업의 임직원들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복지 플랫폼이다.

2017. 02. 코스콤 RA테스트베드 운용심사 수익률 
          1위 통과

2018. 01.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3회차 
       참여 (2개 알고리즘)

2018. 08. 한화금융그룹 드림플러스63 4기 선정

2018. 11. UAE GITEX2018 Supernova Semi-final 진출

2018. 12. 부산 벤처인의 날 '신기술혁신상' 수상

2018. 1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3기 선정

2019. 03. 미국 NewYork FamilyOfficeChallange 우승

2019. 03. 미국 PLUG&PLAY INTL Accelerator 수료

2019. 03. 부산 부스타락셀 FINAL6 선정

2019. 06. 미국 Nasdaq TV Interview

2019. 09. 영국 RBS후원 핀테크 기업 선정

2019. 10. 기술역량 우수기업 선정

2019. 10. 터키 TAKEOFF Istanbul Finalist 선정

2019. 10. K-Global 실리콘밸리 K-Pitch 수상

2019. 11. 터키 TAKEOFF Istanbul Finalist 선정

 제휴기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 르네상스테크놀리지, 영국왕립은행, 오라클, 이베스트투자증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스콤,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화드림플러스, PLUG AND PLAY,
KIC실리콘밸리, K-ICT본투글로벌, KOTRA, NewYork Family Office Insights, Tien Phong Co., Ltd.

블루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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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일임형 재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블루바이저는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재테크 투자·관리 플랫폼인 ‘하이버프(HIGHBUFF)’를 개발했다. 
하이버프는 주식 투자, 펀드 등 사람이 하던 투자 전략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짠다. 투자 포트폴리오 
도출에서 자산 배분, 투자실행, 모니터링, 리밸런싱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투자전용 플랫폼으로 
PC, 스마트폰(안드로이드, IOS) 등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벌어 온 돈을 자신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하이버프’는 기업 임직원들의 재테크 복지플랫폼으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판매한다. 
기업이 잉여자금을 굴리려 할 때 파이낸셜팀을 꾸린다. 인건비나 수익 수수료가 많다. 연 1% 정도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인력 고용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저위험군부터 고위험군까지 투자 유형을 선택, 
손실 한도도 지정할 수 있다. 

▶ 블루바이저 기술 경쟁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2019년 3월에는 뉴욕 패밀리오피스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 2400대 1로 우승했다. 나스닥 거래소TV와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U.S.버전도 추가했다. 
나스닥과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 및 상장주식펀드(ETF)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터키에서 세계 스타트업과 경쟁해 비즈니스 모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톱 15위에 들었다. 
영국에서는 왕립은행(RBS)이 주최하는 핀테크 스페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RBS와 공동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버전을 2020년 말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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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루팬넷 영문명 bluepannet

대표자명 안찬수 설립일자 2015. 0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7층

홈페이지 bluepan.net 이메일 admin@bluepan.net 대표번호 02-542-8666

담당자 연락처 02-542-8666 담당자 이메일 min@bluepan.net

종사자 수 33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블루팬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 
송금 업체다.

블루팬넷은 최근 2년 동안 약 15만 건의 해외 
송금을 처리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누적 
송금액 800억원을 달성했다. 

기존 은행에서의 해외 송금보다 최대 90% 낮은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해외 송금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다.

블루팬넷은 2015년 5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해외 송금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중국, 2017년 
3월 베트남으로 지원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일본에서 한국 인바운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8월에는 전 세계 송금 업체가 블루팬넷을 
중계 기관으로 활용해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블루팬넷은 해외 송금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소 
및 기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5. 05.

회사 설립, 필리핀 송금 서비스 시작

2016. 04.

페이86(pay86.net) 중국 송금 서비스 론칭

2016. 10.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으로 송금 가능한 페이코리아 론칭

2017. 02.

일본에서 한국 인바운드 송금 실시

2017. 03.

페이베트남, 베트남 송금 서비스 촌칭

2017. 08.

블루팬넷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업 개시

2017. 08.

전 세계 송금 업체가 블루팬넷을 중계 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론칭

2017. 12.

페이코리아 론칭

 제휴기관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블루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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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블루팬넷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송금 
서비스인 페이필(Payphil)은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10분, 늦어도 당일 처리된다. 송금 수수료는 
1.88%로 은행의 경우 5% 이상인 것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최대 1/10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낮다.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한 것도 은행과의 차별점이다. 해외 송금 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은행, 알리페이, 위챗페이, 페이팔, 라인페이 등이다. 송금 신청은 데스크톱PC는 물론이고 모바일 웹으로도 
가능하다. 블루팬넷은 액티브X(Active-X)나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 클릭으로 송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송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환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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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바리퍼블리카 영문명 Viva Republica

대표자명 이승건 설립일자 2013. 08. 0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플레이스 빌딩

홈페이지 https://toss.im/ 이메일 support@toss.im 대표번호 02-1599-4905

담당자 연락처 02-1599-4905 담당자 이메일 harry.yeo@toss.im

종사자 수 280명 자본금 128억 7,100만원

주요 서비스 토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Toss)’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2013년 설립되었다.

2015년 2월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금융 현황 조회, 금융 상품 개설, 투자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17년 11월 KPMG와 H2 
Ventures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3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28위로 뛰어올랐다.

누적 투자 유치액은 한화 약 3,000억 원으로 
Kleiner Perkins, Ribbit Capital, GIC, Sequoia 
China, Paypal 등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으로는 최초로 
기업 가치 1조를 넘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였으며, 2019년 8월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약 2조 7천 억 원을 인정받았다.

현재 28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며, 2018년 
12월, 보험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자회사 
㈜토스보험서비스를 설립한 바 있다.

2013. 08. 비바리퍼블리카 설립

2015. 02.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 출시

2015. 07. 50억 투자 유치 (알토스벤처스 등)

2015. 10. 토스(Toss) 상표권 등록

2016. 04. 265억 투자 유치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털 등)

2016. 08. 누적 송금액 1조 원 돌파

2017. 03. 550억 투자 유치 (페이팔 컨소시엄 등)

2017. 11.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35위 선정

2018. 06. 440억 투자 유치 (싱가포르투자청, 
세콰이어 차이나 등)

2018. 10.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28위 선정

201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K-ICT 정보보호대상' 대상 수상

2018. 11. ㈜토스보험서비스 설립

2018. 12. 900억 투자 유치 (클라이너 퍼킨스, 
리빗 캐피털 등) 기업가치 1조 돌파

2019. 08. 770억 투자 유치 (에스펙스, 
클라이너퍼킨스 등)

2019. 11.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29위 선정

 제휴기관

광주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롯데카드, 삼성카드, 삼성화재,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어니스트펀드, 
에이스손해보험, 에잇퍼센트, 우리은행,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넷교보문고, 전북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테라핀테크, 투게더앱스,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은행, KB생명보험,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11번가

비바리퍼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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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바리퍼블리카가 제공하는 ‘토스’는 2015년 2월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9년 12월 현재 누적 가입자 1천 6백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 1천만 명, 누적 송금액 
70조를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토스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계좌, 카드, 신용등급, 보험 등각종 조회 서비스뿐 만 아니라 계좌 개설, 
적금, 대출 상품 가입 등의 뱅킹 서비스와 P2P, 펀드, 해외 주식 등의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용자에게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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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씨랩스 영문명 BC Labs Co. Ltd.

대표자명 홍성인 설립일자 2018. 03. 2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11호

홈페이지 volta.link 이메일 sungh@bclabs.co.kr 대표번호 070-7915-9160

담당자 연락처 070-7915-9160 담당자 이메일 jimmy@bclabs.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600만원

주요 서비스 P2P 트레이딩 전략 
거래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BC Labs는 자산운용, 뱅킹, IB, VC 등 다양한 
금융업 경험자들과 P2P크라우드펀딩, AI봇, 
블록체인 등 다양한 개발경력의 개발자로 구성된 
Fintech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경력을 살려 핀테크 서비스 자문 및 
블록체인 개발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과 전문 트레이더들이 서로 만나서 
투자 전략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 
플랫폼을 개발 및 서비스 해오고 있습니다. 

BC Labs는 보유 솔루션과 서비스로 전세계의 
유능한 트레이더들을 발굴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펀드 등 
시스템과 투자전문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투자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합니다.

2018. 03.

회사설립

2019. 04.

네덜란드 및 미국 주최 GES 행사 초청

2019. 08.

벤처기업 인증

2019. 09.

서울시 핀테크랩 선정

2019. 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12.

UAE 투자그룹 JV 진행

 제휴기관

Bittrex, K Accelerator, NICE

비씨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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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VOLTA는 누구나 전문 트레이더와 함께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VOLTA에 등록된 전문 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을 구매하고 VOLTA는 투자자들을 위해 그 
전략에 따라 자동매매를 수행해 주며 전문 트레이더들의 투자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공신력 있는 과거 
성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는 VOLTA Terminal 을 통한 일반 매매, VOLTA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한 시스템 트레이딩(AI 
로보어드바이저, 차익거래(아비트라지)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 또한 VOLTA는 다수 거래시장의 order book 들을 연동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다수거래소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 order book을 내재하여 트레이더들이 쉽고 빠르고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수 거래소가 존재하는 미국증권거래 구조에서 Robinhood가 단일거래창구 서비스로 
기업가치 7조원으로 성장한 사례와 동일한 기능이며 서비스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 글로벌 서비스로 시작할 예정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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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아이큐브 영문명 BICube Co., Ltd.

대표자명 김민경 설립일자 2015. 07. 2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3동 203호

홈페이지 www.myselfcloud.com 이메일 ceo@bicube.co.kr 대표번호 010-8299-9500

담당자 연락처 010-6802-1293 담당자 이메일 han@bicube.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7,000만원

주요 서비스 마이셀프 클라우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아이큐브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서비스, 온라인지역화폐 로컬페이, 
빠르고 안전한 의료정보공유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빅 데이터, 
지능정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초저가 큐브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는 9개 국어가 
지원되는 ‘마이셀프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 '로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라우드 및 보안서비스 보급, 
확산을 통한 국내기업의 IT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 동반 성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비아이큐브 법인전환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 선정

2016.

DNSVAULT협력관계 체결(동남아시아)

2017.

fromNow(일본)기업과 해외 파트너쉽 체결

K-ICT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서비스부문 장관상 수상

2018.

성남 글로벌 기술트렌드쇼 수상

(주)이브이케어 MOU체결

인도네시아 PT Rupi Digital MOU체결

베트남 Your TR Group MOU체결

인도네시아 WALLEZZ MOU체결

포르투갈 COOL FARM NDA체결

영국 Owlr NDA체결

코트디부아르 ESATIC MOU체결,

Shangdong Institute of Electronic MOU체결

 제휴기관

이브이케어

비아이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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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아이큐브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 '로컬페이(localpay)'를 개발했다. 로컬페이는 지역정부, 지역 상권, 
지역 주민이 블록체인 기술과 QR코드를 사용해 지역화폐 확인·거래 가능한 통합 지역 거래 체계다. 로컬페이는 
청년구직·청년배당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지원책에 적용·활용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로컬페이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선정하고  발행해 지역 상권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예산 투입 시 간편하게 로컬페이로 변환해 지-월렛(G-Wallet)에 저장한다. 각종 수당(청년. 수당, 양육 
수당 등)을 로컬페이로 지급 가능하다. 수혜자는 로컬페이를 지급받아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수혜자는 
물건 구입·서비스 제공 금액을 가맹점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후 로컬페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 완료 
후 가맹점은 에이-월렛(A-Wallet)으로  송금된다. 가맹점주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통화를

가상통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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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욘드플랫폼서비스 영문명 Beyond Platform

대표자명 서준섭 설립일자 2015. 10. 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5, 3층

홈페이지 http://www.beyondfund.co.kr/ 이메일 ask@beyondplatform.co.kr 대표번호 02-1661-0301

담당자 연락처 02-1661-0301 담당자 이메일 ask@beyondplatform.co.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50억원

주요 서비스 비욘드펀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욘드플랫폼서비스는 부동산 구조화 대출 
채권에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 
플랫폼이다.

2017년 자산관리 앱 '뱅큐(bankQ)'를 출시하여, 
2018년,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올해의 앱' 
종합자산관리 부문에 선정되었다. 

뱅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산 관리, 소비 내역 분석, 
금융 정보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앱이다.

국내 20개 은행 자산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 보유 자산을 그래프화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해준다.

P2P대출 플랫폼 14곳,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투자 현황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NH농협 
은행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기관 투자자를 위한 
P2P 금융 플랫폼 ‘써티컷(30CUT)’을 운영하고 
있다.

2015. 10.

비욘드 플랫폼 서비스 창업

2015. 12.

빅데이터 기반 신용카드 대환 신용평가모형 개발

2016. 02.

써티컷-NH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

2016. 04.

비욘드 플랫폼 서비스 자본금 증자

2016. 11.

농협은행 제휴 P2P 대출 상품 NH 써티컷론

약관 승인(금융감독원)

2017. 02.

비욘드펀드 론칭

2017. 09.

아람자산운용과 자산유동화대출(ABL)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제휴

 제휴기관

아람자산운용, NH농협은행

비욘드플랫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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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욘드펀드는 자산유동화대출(ABL) 투자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P2P 금융 플랫폼이다. 비욘드펀드가 
선보인 자산 유동화 대출 투자 상품은 분양 대금, 공사 대금, 매출 채권 등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자산을 
근거로 실행하는 대출이다. 구조화된 안전장치를 통해 차주의 부도 리스크, 기타 채무자 등으로부터 자산 
소유권을 단절해 투자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비욘드펀드의 내부 금융 전문가들이 직접 대출 상품의 
구조를 설계하고 심사해 자산 유동화 대출 채권을 P2P 투자 상품으로 구성했다. 비욘드펀드의 자산 유동화 
대출 투자 상품에는 기관 투자가도 투자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수익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투자가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던 자산 유동화 대출 상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욘드펀드는 기관 투자가와 함께함으로써 양사 심사역의 이중 투자 심사를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상품의 안전성을 높였다. 비욘드펀드는 투자 손실의 일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90’를 운영한다. 회사의 자본금으로 3억원을 초기 선납입하며, 투자자 수익의 일부분을 계속 
적립하여 채권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미상환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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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즈웍스 영문명 Bizworks

대표자명 박준영 설립일자 2002. 02. 1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407호

홈페이지 www.bizworks.co.kr 이메일 contact@bizworks.co.kr 대표번호 02-780-2330

담당자 연락처 02-780-2330 담당자 이메일 dydeo@bizworks.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즈웍스는 200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복제나 위·변조 방지 관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정품 인증 솔루션과 유통 이력 추적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주문과 결제, POS 시스템과 자동 연동을 
구현했고, 비대면 주문과 결제도 지원한다.

2016 ICT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는 양봉 
생산이력제의 시범사업자로 선정 되었다.

또한 싱가폴 2017 ECHELON Asia Summit 출전 
한국대표 5대기업에 선정되어 기술시연을 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2. 02. 법인설립 (주)비즈로

2003. 10.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관리 프로그램 
          Bizro 개발

2006. 03. 노무법인 아웃소싱 인사급여 프로그램 
          Bizpay 개발

2008. 01. 건설노무 관리 프로그램 Daily / 건설박사 개발

2010. 01. 법인명 (주)비즈웍스 변경

2012. 11. QR코드 횟수 제한 정품인증 솔루션 개발

2013. 11. 복제/위조 방지 솔루션 탑재 GT-code 
          정품인증 솔루션 개발

2014. 05. OCR엔진개발 및 스크린 스크래핑 서비스 
         개시(한글/영문 100%인식)

2017. 12. 모바일결제 솔루션 GT-Pay POS연동 
         프로그램 자체 개발

2018. 04. 캡쳐방지 가변QR 개발

2018. 05. 안전점검인증솔루션 개발

2018. 05. KT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기업선정

2018. 07. 벤쳐기업 인증

2018. 10. 2018년 GMV 참가 - 모바일 결제 솔루션

2018. 11. Fintech Demo Day in Hanoi 참가

2018. 11. KT Partner's Day 참가 – 안전점검인증
          솔루션

2019. 04. 해피버스킹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9. 07. I  SEOUL U 파트너스 기업 선정

비즈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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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GT-Pay(GT-Pay)'는 비즈웍스가 자체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히든코드 방식을 적용한 라벨 스캔방식 
주문/결제 솔루션이다. QR코드 비대면 결제의 장점은 모두 보유하면서, QR코드의 취약한 보안문제를 보완하여 
라벨 복제 및 위변조의 위험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POS 시스템과의 연동도 자체적으로 
해결한 주문 및 결제 솔루션이다. 인쇄 방식의 라벨이라 카드 단말기와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QR코드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원격 오더나 배달 음식 주문, 결제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GT-Pay를 도입하는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어 운영상의 부담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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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즈플레이 영문명 bizplay Co., Ltd.

대표자명 석창규 설립일자 2014. 12.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홈페이지 http://www.bizplay.co.kr 이메일 ideajjang@bizplay.co.kr 대표번호 02-3779-4987

담당자 연락처 02-3779-4987 담당자 이메일 ideajjang@bizplay.co.kr

종사자 수 65명 자본금 88억원

주요 서비스 경비지출관리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즈플레이는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전문 
기업이다. 종이영수증이 필요 없는 무증빙 
경비처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였다.

이전까지 기업은 세법에 따라 5년 간 종이영수증을 
보관해야 했으나 비즈플레이가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전송받아 송신하는 전자영수증은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법적증빙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종이영수증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비용과 
인력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경비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 사용자별, 용도별 전체 경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000여 기업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종이영수증 보관 업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비즈플레이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2014. 12.

비즈플레이 설립

2016. 09.

제1회 매경 핀테크어워드 '우수상' 수상

2017. 12.

2017 신SW상품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2017. 12.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GS인증 1등급 획득

2019. 04.

8회 Korea Top Awards 서비스브랜드 대상 수상

2019. 06.

제1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

 제휴기관

다우기술, 삼성카드, 영림원소프트랩, 우리카드, 현대카드, AMEX, MASTER, VISA

비즈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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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즈플레이의 무증빙 경비지출관리서비스 ‘비즈플레이’는 경비지출 내역을 종이영수증 대신 모바일 및 PC를 
통해서 전자영수증으로 관리하는 핀테크 경비지출관리 서비스다. 이 솔루션은 경비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서 원클릭으로 영수증 처리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회사의 모든 경비지출 현황을 PC를 통해서 관리하고,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자동 
생성되는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이 경비사용 용도와 내용을 직접 작성해 모바일로 지출결의를 올리기 
때문에 경비 처리 담당자는 종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종이가 아닌 
모바일과 PC에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인카드로 경비지출 
후 사후 정산을 하는 경우를 위해 비즈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개인카드 경비지출관리서비스도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 경비도 법인카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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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지에프네트웍스 영문명 BGFNETWORKS

대표자명 이종덕 설립일자 2009. 12. 0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7 창성재단빌딩 5층

홈페이지 www.bgfnetworks.com 이메일 networks@bgf.co.kr 대표번호 02-6347-6934

담당자 연락처 02-6347-6921 담당자 이메일 c971239@bgf.co.kr

종사자 수 64명 자본금 80억 1,800만원

주요 서비스
메시지, 모바일상품권,
광고대행, 편의점택배,

현금영수증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BGF네트웍스는 정보 기술 기반의 마케팅 
회사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전자상품권 기업 메시징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BGF네트웍스는 2013년 말부터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CU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 판매, 운영하고 
있다. 전국 CU 매장 및 제휴처에서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 카드형 
상품권인 기프트 카드도 발행, 판매한다.

2016년 BGF디에스넷을 흡수 합병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통합했다. CD/ATM사업은 물적 
분할한 뒤 자회사인 BGF핀링크를 설립해 
이관했다.

2009. 12.

BGF리테일 지분 참여(훼미리뱅크 설립)

2012. 07.

BGF캐시넷으로 상호명 변경

2013. 12.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개시

2014. 03.

메시징 서비스 개시

2015. 03.

현금영수증 중계 사업 진출

2016. 02.

BGF네트웍스로 상호명 변경

2016. 02.

BGF디에스넷 흡수 합병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통합)

2019. 11.

BGF포스트 흡수 합병(편의점택배 사업 통합)

 제휴기관

메가박스, 미래에셋생명, 삼성에스원, 삼성증권, 신한카드, 에스원, 에이디티캡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앙일보, E1

비지에프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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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지에프네트웍스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며, B2B·B2C 메시징 발송 대행,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의 광고 및 
홍보 서비스, 현금영수증 중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처를 
찾을 수 있고 높은 리워드를 제공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중 최대 매장 수를 확보하고 있다. ‘CU 모바일 
상품권’은 목적에 따라 금액권, 교환권, 할인권과 기프트 카드를 선택하여 구매 또는 발행할 수 있다. CU 매장 
내 각종 상품을 현금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CU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양한 
속성의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적합하다. 상품 지정, 금액조정, 할인 등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제공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은 CU 편의점을 
기반으로 편의점 주이용 고객이자 핵심 목표 고객인 20~40대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한다. 방문자가 많고, 매출 실적이 높은 점포를 위주로 설치되어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CU 편의점 방문 소비자의 매장 동선에 맞춰 디스플레이 2대를 설치해 최적의 
노출 환경을 구현했다. 이 외에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홍보나 서비스 알림 등을 위하여 단체로 보내는 문자 
발송 서비스인 메시징 서비스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가맹점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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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트시스 영문명 bitsys Co., Ltd.

대표자명 김동칠 설립일자 2018. 08. 27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406호

홈페이지 www.bitsys.co.kr 이메일 ceo@bitsys.co.kr 대표번호 051-784-7703

담당자 연락처 010-2415-0782 담당자 이메일 vip01@daum.net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트시스는 부산 센텀에 소재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회사입니다.

현재 산학협동으로 교육인재 양성과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참여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해커톤 대회의 
멘토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유명 대학교들과 MOU를 
하여 교육/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의 
개발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아이콘인 AI와 빅데이터, 
AR/VR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08.

주식회사 비트시스 설립

2018. 09.

블록체인서울 2018 참가

2018. 10.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블록체인 교육 부문)

2019. 03.

(주) 뱅코 MOU

2019. 05.

트레이딩 알고리즘 대회 개최

2019. 05.

창의개발교육원 인증기관

2019. 10.

(주)루트파인딩 MOU

2019. 10.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MOU

2019. 11.

IT EXPO Busan 2019 참가

2019. 11.

동의대학교 산학협력 MOU

 제휴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블록체인협의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블록체인투데이, 
비즈블록스, 창의개발교육원,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AI빅데이터협의회

비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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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블록체인 기술 개발

▶ 2. 블록체인 교육 연구 (산학 협동)

▶ 3. AI 빅데이터 연구 개발

▶ 4. AI 빅데이터 교육 연구 (산학 협동)



252

기업명 비트코인센터코리아 영문명 Bitcoin Center Korea

대표자명 나세용 설립일자 2015. 03. 0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3, 3층

홈페이지 http://www.bitcoincenter
korea.org/ 이메일 team@bitcoincenterkorea

.org 대표번호 070-8951-3540

담당자 연락처 010-5031-3540 담당자 이메일 john@bitcoincenterkorea.org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트코인센터코리아는 2015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오프라인 커뮤니티 겸 인큐베이팅 공간이다.

비트코인센터코리아에서는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개발자,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는 허브 
역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5. 03.

회사 설립

2015 - 현재

GBPC, Inside Fintech, Money20/20, Block Seoul

등의 컨퍼런스 스폰서 및 참여

400회 이상의 공개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

 제휴기관

Consensus:Singapore, EDCON, GBPC, Hycon, InsideFintech, Money20/20, 
MouseBelt, OpenSourceAlliance

비트코인센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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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트코인센터코리아는 비트코인을 한국에 소개하고, 비트코인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눈에 보이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 수업, 협업 워크샵, 네트워킹 및 비트코인 
관련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비트코인 밋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초보자부터 비트코인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육성 교육(세미나)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커뮤니티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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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비티웍스 영문명 btworks

대표자명 권오준 설립일자 2002. 09. 1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33 미진빌딩

홈페이지 www.btworks.co.kr 이메일 sales@btworks.co.kr 대표번호 02-2644-6746

담당자 연락처 02-2644-6746 담당자 이메일 hun@btworks.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인증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비티웍스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보안 전문 기업이다.

생체 인증, 오쓰(OAuth) 연계, 스마트 워치 뱅킹, 
스마트 통합 인증, 앱 위·변조 방지 등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인증 및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금융권의 스마트 워치 
뱅킹 서비스 출시를 지원했다.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기술인 ‘인증 및 부인 방지 
및 그 서비스 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놓은 
상태다.

2002. 09.

회사 설립

2010.

BTW-SSO 국가정보원 국가용 암호 제품 지정

2010.

스마트뱅킹 보안 시스템 구축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외 
다수 공급)

2010.

스마트 SSO, 앱 위·변조 방지, 스미싱 방지 시스템
(NH농협은행과 공동 개발)

2016.

FIDO 얼라이언스 UAF 인증 획득

2017. 09.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모바일, 바이오인증 고도화, 
TZ OTP 위변조 방지 솔루션 공급

2018. 07.

NH농협카드 카드독자시스템 보안 솔루션 공급

 제휴기관

광주은행, 금융결제원,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비티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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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비티웍스는 IT 보안 전문 개발 업체다. 대표 솔루션으로는 BTW-FIDO 간편서명과 BTW-오픈액세스가 있다. 
BTW-FIDO 간편서명 솔루션은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한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이다. FIDO 
표준에 따라 생체 정보를 이용한 전자 서명 기술과 융합해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하고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비티웍스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FIDO 얼라이언스의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통해 인증 받은 공인인증 
대체 솔루션이다. 생체 정보가 스마트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보다 안전성이 높으며, 블록체인과 
공인인증기관 시점 확인 등을 적용하여 부인 방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BTW-오픈액세스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 정보에 기반 해 외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과의 안전하고 손쉬운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정보 접근 권한의 관리와 인가 기술을 제공한다. 오쓰 2.0(OAuth 2.0)에 기반 한 접근 토큰을 
이용해 서로 다른 기관 간 사용자 정보 및 금융 서비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종단 간 암호화를 통해 
안전한 정보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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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빅밸류 영문명 BIGVALUE. Co., Ltd.

대표자명 김진경 설립일자 2015. 05. 1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40-6 대한일보 빌딩 1205호

홈페이지 www.bigvalue.co.kr 이메일 jin.kim.1006@gmail.com 대표번호 02-779-9365

담당자 연락처 02-779-9365 담당자 이메일 tax@bigvalue.co.kr

종사자 수 21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부동산시세정보서비스,

금융기관 대출 시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안녕하세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부동산금융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한 스타트업, 
빅밸류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회사에 공급 중입니다.

빅밸류의 서비스는 기준시세가 없어 은행대출이나 
자산평가시 애로를 겪었던 연립/다세대 
주택소유자들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빅밸류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에 1,2,3차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8월 1차 지정대리인 
협력기업인 하나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부터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기업 중 
최초로 은행의 주요업무인 담보가치 산정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시세제공서비스로 금융위원회 선정 
혁신금융사업자로도 지정되었고, 2019년 7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에 중소기업 분야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빅밸류는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삼성벤처투자, 인라이트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5. 05. 설립(구 케이앤 컴퍼니)

2016. 09. 제1회 매경 핀테크 어워드 우수상 수상

2017. 01. 연립다세대시세정보서비스 '로빅' 공식 런칭

2017. 07. 특허등록(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추정 시스템 및 방법 외 2건)

2017. 12. 주소검색기반 자동시세솔루션 
'빌라시세닷컴' 출시

2018. 09. 제1회 DGB금융그룹 플랫폼 및 
핀테크경진대회 기술 부문 우수상 수상

2018. 09.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기업 1차 
선정(하나은행)

2019. 01. 금융위 지정대리인 2차 선정(신한은행)

2019. 01. 정보화진흥원 DNA 100대 혁신기업 선정

2019. 03. 말레이시아 경제사절단 파견

2019.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빅데이터 센터 
선정(중소기업 플랫폼)

2019. 0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선정

2019. 07. 금융위 지정대리인 3차선정(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2019. 08. 하나은행과 위탁계약 체결

2019. 09. 하나은행 주요업무 위탁서비스 개시

 제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삼성벤처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인라이트벤처스, 하나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KB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SBI저축은행

빅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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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빅밸류는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솔루션을 개발하여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빅밸류만의 특허 
받은 데이터기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 물건의 시세결과값을 0.1초 만에 제공합니다. 

▶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인 빌라시세닷컴(www.villasise.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50세대 미만의 나 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핀테크 기업 최초로 은행에 
담보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빅밸류는 부동산 시세정보와 자동시세솔루션 이외에도 부동산 공간정보 솔루션, 신축 시세 시뮬레이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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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빅트리 영문명 Bigtree

대표자명 임홍순 설립일자 2015. 02. 03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5 1201

홈페이지 https://www.ibigtree.kr/ 이메일 bigtree@ibigtree.kr 대표번호 02-786-7910

담당자 연락처 02-786-7910 담당자 이메일 jw.park@ibigtree.kr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금융공학, 자연어분석,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빅트리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금융공학 및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모여 2015년 설립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빅트리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 
기술과 포트폴리오 최적화, 자산배분 전략 등 
금융공학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인공지능 엔진 
‘빅봇(Bigbo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자산배분 등 투자 성과를 
최적화합니다.

빅트리는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템피스투자자문, KB증권, 두나무투자일임 
등과 입점 및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2015. 02.

회사 설립

2016. 06.

로보어드바이저 베타서비스 오픈

2016. 08.

상호 업무협약, 하나금융투자

2016. 09.

핀테크 상호 업무협약, 코스콤

2017. 04.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심사 통과, 금융위원회

2017. 08.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공급, 템피스투자자문

2018. 07.

로보어드바이저 입점, KB증권

2019. 06.

로보어드바이저 입점, 두나무투자일임

 제휴기관

동아엑스퍼츠, 두나무투자일임, 코스콤, 템피스투자자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B증권

빅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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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빅트리는 금융지식이 적거나 자산이 적어도 펀드매니저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20년간의 금융 데이터를 학습하여 시장을 예측 및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 그루(guru)들의 철학을 접목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빅트리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조엘 그린블라트, 워런 버핏 등 수많은 투자 그루가 
제시하는 투자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금융공학,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해 좀 더 
실현성 높은 기술로 발전시켰고, 수학적 모델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 로보어드바이저 
빅봇(Bigbot)입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일임형과 더불어 자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자신의 투자성향 (안정, 중립, 적극 등)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배분, 주가 변동에 대한 리밸런스 등을 수행합니다. 

▶ 상품거래는 이베스트증권과 키움증권 등 증권사 연계로 원스톱 거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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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빌드온 영문명 buildon

대표자명 김희진 설립일자 2016. 10. 1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7

홈페이지 www.buildonfunding.com 이메일 ceo@buildonfunding.com 대표번호 02-6203-4466

담당자 연락처 02-6203-4466 담당자 이메일 ceo@buildonfunding.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부동산 공사자금 대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빌드온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P2P(Peer to 
peer) 플랫폼업체이다.

부동산 컨설팅부터 시행, 부실채권, 경매, 중개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력으로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시중 금융 상품보다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와 투자자 회원 간 
윈-윈(Win-Win)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2016. 10.

회사 설립

2016. 10.

베타서비스 개시

2016. 12.

한국P2P금융협회 회원 가입

2017. 01.

1호 상품 출시

2017. 04.

서울 서초동 사무실 이전

2017. 07.

NH농협업무제휴 (가상계좌 API)

2017. 10.

누적 모집액 30억원 돌파

2018. 12.

누적투자액 100억 달성

2019. 09.

홈페이지 리뉴얼

 제휴기관

NH농협은행

빌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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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빌드온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는 대출자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금융 플랫폼인 빌드온펀딩(BuildonFunding)을 운영하고 있다. 빌드온펀딩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P2P금융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고,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에 시중 은행보다 높은 중금리 상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의 제3자 예치 시스템 및 가상계좌 API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며, 연평균 10~18% 수익률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투자 기간은 3~12개월로 다양하며, 상품에 
따라 투자 기간이 조정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0만원부터이며, 100만원 단위로 투자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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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빗썸코리아 영문명 bithumb korea

대표자명 최재원 설립일자 2014. 01. 0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7

홈페이지 www.bithumb.com 이메일 contact2@
bithumbcorp.com 대표번호 02-1661-5566

담당자 연락처 02-6978-8890 담당자 이메일 law0620@bithumbcorp.com

종사자 수 242명 자본금 205억원

주요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빗썸코리아는 2014년 설립한 국내 핀테크 산업 
초기진입자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Top Tier 

 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대 회원 450만명, 1조원 가량의 예치금, 
안정적인 은행 실명계좌 및 법정화폐 지원,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설계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자부함과 동시에 STO/STX,  결제, 
커스터디 등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글로벌 유수의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4. 01. 비트코인거래소 '엑스코인' 오픈
2014. 03.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 1위 등극, 국내 

최초 월드트레이드 서비스 오픈
2014. 05.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오픈
2014. 11. 국내 최초 시세 알림 서비스 오픈
2015. 01. 비트코인 상품권 출시
2015. 07. '빗썸'으로 거래소명 변경
2016. 04. 간편송금 모바일앱 출시
2017. 07. 세계 1위 거래금액(1조원) 최초 기록(19일)
2017. 08. 업계 최초 고객센터 오픈(서울 강남)
2018. 01. 월 거래금액 115조원, 역대 최대 일 거래

금액 7조6천억원(16일)
2018. 03. 거래소 브랜드 인지도 1위(엠브레인), 

거래소 브랜드 평판 조사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18. 03. 키오스크 서비스 'TouchB' 출시
2018. 04. 금융권 콜센터 서비스 품질 조사 1위

(한국능률협회)
2018. 07. 빗썸캐시 상품권몰 오픈
2018. 11. 글로벌 쇼핑플랫폼 '큐텐(Qoo10)' 결제 

서비스 론칭
2018. 11.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패 수상(강북경찰서)
2018. 12.  고객서비스 평가 1위

(금융소비자원)
2018. 1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9. 01. 국내 주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공조 협약
2019. 02. UAE 앤벨롭 社와 MOU 체결
2019. 04. 중국 Standard&Consensus 社와 MOU 체결
2019. 04.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 론칭
2019. 05. 증권형 토큰 플랫폼 전문기업 코드박스社 

투자 및 전략적 제휴
2019. 07. 국내 거래소 최초 자금세탁방지(AML)센터 설립
2019. 10. '빗썸코리아'로 사명 변경

 제휴기관

빗썸(블록체인)

빗썸코리아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거래소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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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브랜드파워
안정적인 운영과 풍부한 거래량, 고객 중심 서비스로 높은 고객 충성도와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회원 수(누적 450만명 돌파)를 확보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최대 일 7조 
6천억원, 월 115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 2. IT 기술
최적화된 거래 플랫폼 구축 노하우, 다양한 이슈 대응 솔루션 등 블록체인 기술이 집약된 IT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최대 수준의 IT인프라와 전문 인력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조직/맨파워
사업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성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첩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부문 최고의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가 업무를 책임집니다.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를 주축으로 
기획/IT/운영/마케팅 조직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경영지원 조직은 내부통제, 대외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 4. 투명성/내부통제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건전한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엄격한 윤리 원칙을 정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제도, 상장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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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사고링크 영문명 SAGOLINK

대표자명 송필재 설립일자 2017. 08. 0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5층(양재동,NH디지털혁신캠퍼스)

홈페이지 www.sagolink.com 이메일 boss@sagolink.com 대표번호 02-6225-4529

담당자 연락처 010-6310-3326 담당자 이메일 boss@sagolink.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사고링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바른 보상처리를 
도와주는 지식 플랫폼 서비스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험사의 손해절감 
정책에 의해 대부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링크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차량정비소를 편리하게 연결해 드립니다.

2017. 06.

NIPA 혁신벤처센터 지원사업 선정

2017. 08.

(주)사고링크 법인 설립

2017. 12.

The More 스타트업 최우수상

2018. 05.

건국대학교 KU벤처창업경진대회 대상

2019. 04.

NH디지털 Challenge+ 지원사업 선정

2019. 04.

초기 투자 유치

2019. 06.

베타 서비스 출시

2019. 11.

의료기관 제휴업체 전국 150개 돌파

 제휴기관

NH농협

사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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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사고링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고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예상 합의 금액 및 합의 전략을 제시하고, 그 전략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병﹒의원, 차량 정비소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고링크의 모든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협력 업체 및 손해사정사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모두 보험 영업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고링크는 보험 시장에서도 
협상이 유효한 청구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266

기업명 세넷시스템즈 영문명 Sennet Systems Corp.

대표자명 김영식, 이상수 설립일자 2005. 03. 16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1502호

홈페이지 http://www.sennet.co.kr 이메일 sales@sennet.co.kr 대표번호 02-3411-2063

담당자 연락처 070-4640-5989 담당자 이메일 ygremix@sennet.co.kr

종사자 수 16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세넷시스템즈는 2005년 설립 이래 다수의 
금융권 고객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핀테크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 03.

법인설립

2008. 04.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2008. 07.

프로그램 등록

2009. 10.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Ez-GATOR V2.0

2009. 10.

상표, 서비스표 등록(제45-0029391호) : Ez-GATOR

2016. 03.

공동대표 취임

2016. 05.

법인합병(㈜세넷시스템즈, ㈜누리온테크와 합병)

2016. 05.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7. 10.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Ez-GATOR V3.3

2017.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

2018. 05.

상표, 서비스표 등록(제40-1356612호)

 제휴기관

롯데카드

세넷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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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다수의 고객]
자체 개발 제품을 납품 및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금융권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객의 니즈]
이 경험과 고객의 니즈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행하는 부분에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가까이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모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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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세인트블록 영문명 SAINTBLOCK

대표자명 성기남 설립일자 2018. 03. 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2층 222호

홈페이지 https://www.saintblock.com/ 이메일 info@saintblock.com 대표번호 02-6416-0724

담당자 연락처 02-6416-0724 담당자 이메일 allen@saintblock.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모니터링 및 
감사리포팅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세인트블록은 블록체인 메인넷 합의알고리즘 및 
모니터링 & 감사리포팅 기술을 바탕으로 DApp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 공급합니다.

2018. 03.

설립

2018. 05.

블록모니터 출시

2018. 12.

블록모니터 - 감사추적 Update

2019. 07.

대표이사 변경

 제휴기관

전자신문

세인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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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블록모니터(블록체인 모니터링 및 감사 솔루션)
- 메인넷 노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 블록체인 보안관제 수준의 AUDIT
- 고객사 특성 맞춤 실시간 감사 리포팅
- 송금처리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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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세틀뱅크 영문명 SettleBank, Inc.

대표자명 이경민 설립일자 2000. 10. 0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9층

홈페이지 https://www.settlebank.co.kr 이메일 info@settlebank.co.kr 대표번호 02-1600-5220

담당자 연락처 02-6204-1150 담당자 이메일 hyuk@settlebank.co.kr

종사자 수 120명 자본금 41억 7,000만원

주요 서비스 간편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전자결제 등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세틀뱅크는 간편현금결제, 간편송금, 가상계좌, 
펌뱅킹, 전자결제(P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 핀테크 기업이다.

세틀뱅크는 2000년 10월에 설립되어 NH 
농협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를 시작으로 현금결제 
시장을 개척하여 2006년에는 전 은행권 펌뱅킹 
서비스를, 2015년에는 공인인증서나 OTP 없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통해 현금결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베이 등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1위의 현금결제 플랫폼 
사업을 선두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 10.

세틀뱅크 회사 설립

2002. 02.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 오픈

2007. 09.

전자금융업 등록

2008. 07.

G-Banking 시스템 개발

2011. 09.

수납관리 서비스 및 PG서비스 오픈

2015. 04.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오픈

2018. 10.

제로페이 서비스 MOU 체결

2018. 12.

제로페이 서비스 오픈

2019. 05.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2019. 0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07.

코스닥 상장

 제휴기관

경남은행, 공영홈쇼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세계백화점,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웰컴저축은행,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제주은행, 철도공사, 포항성모병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문화진흥,
CU편의점,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세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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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세틀뱅크의 주요 서비스인 간편현금결제는 실시간 펌뱅킹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 1회 등록한 계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이체를 통하여 출금 및 송금을 간단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를 비롯하여 
이베이, 쿠팡 등과 같은 대형 가맹점 및 제휴기관까지 모두 세틀뱅크의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간편현금결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주요 서비스인 가상계좌서비스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관이 대금 수납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수납전용 계좌 서비스로, 전국 지자체 70%가 사용중인 G뱅킹을 포함하여 총 거래금액 164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금융 플랫폼이다. 

▶ 이 외에도 세틀뱅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전용선을 통한 자금의 지급 및 집금을 지원하는 펌뱅킹 
서비스와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통합포인트 결제 등 전자결제(P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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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센디 영문명 SENDY

대표자명 염상준, 선현국 설립일자 2013. 01. 2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위워크BIFC 13층 제13-101호

홈페이지 https://sendy.ai/ 이메일 lindsey@sendy.ai 대표번호 1833-6606

담당자 연락처 010-8212-7629 담당자 이메일 lindsey@sendy.ai

종사자 수 18명 자본금 1억 6,600만원

주요 서비스 온디맨드화물운송플랫폼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센디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복잡다단한 
거래단계를 해결하고자 함. 

오프라인성이 강한 시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화주, 
차주 매칭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시장을 
효율화하고자 함.

대표 서비스인 '센디'는 온디맨드 화물운송 매칭 
플랫폼으로써 화주, 차주의 직접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용달물류 
서비스임.

2013. 01.

회사 설립

2015. 07.

(주)어뮤즈파크, (주)JYC컴퍼니 합병으로 (주)벤디츠 출범

2018. 02.

센디 서비스 출시

2019. 01.

(주)JYC컴퍼니 설립

2019. 08.

(주)센디 사명 변경

 제휴기관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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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센디는 화주와 차주를 온디맨드로 연결하는 화물판 우버. 화주, 차주의 플랫폼 내에서 직접 매칭하여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문제를 해결. 화물의 출도착여부,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여 운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합짐, 공차 매칭을 통해 화물운송비용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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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센트비 영문명 SENTBE Inc.

대표자명 최성욱 설립일자 2015. 09. 2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8층 809호 (서초동, 드림플러스강남)

홈페이지 www.sentbe.com 이메일 contact@sentbe.com 대표번호 070-8825-0373

담당자 연락처 010-8957-2910 담당자 이메일 bruce@sentbe.com

종사자 수 35명 자본금 23억 3,300만원

주요 서비스
해외 송금서비스

(풀링 및 네팅 방식을 통한 
디지털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센트비는 2015년 9월 설립 하여, 동남아 
3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해외송금 업체이다. 

센트비는 기존 은행의 비싸고, 느리고, 복잡했던 
해외송금을 일반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저렴하고,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송금 요청 건을 
각각 처리하는 대신 다수의 송금요청 건을 1건의 
송금 거래로 처리하는 "풀링(Pooling) 방식"과 
2017.12월 기획재정부와 2019.3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득한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득하여, 한국에서 해외 송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송금도 취급이 가능한 
"네팅(Netting) 방식"으로 혁신함으로써 소중한 
돈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 개인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하였다. 

센트비는 B2C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B2B 
서비스로 확장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고, 
해외 송금 및 결제는 기본이며 센트비의 강점인 
외환관리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중소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환 헷지, 해외투자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서 B2C를 넘어서 B2B까지 아우르는 
"외환 전문 글로벌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 09. 주식회사 센트비 설립
2015. 11. KEB하나은행 1QLab 2기 선정 및 MOU 체결
2016. 01. 필리핀 송금 서비스 런칭
2016. 07. 베트남 송금 서비스 런칭
2016. 08. 매경 핀테크어워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수상
2016. 09. 한화그룹 핀테크 육성 Lab DreamPlus 63 업체 선정
2016. 10. 인도네시아 송금 서비스 런칭
2016. 1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기업 인증
2017. 02. 일본 송금 서비스 런칭
2017. 07. 중국 송금 서비스 런칭
2017. 10.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우수기업 선정
2017. 12. 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 인허가 취득
2017.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유망기업 인증
2018. 03. 태국 송금 서비스 런칭
2018. 04. 김해 CS센터 오픈
2018. 05. 동남아시아 3개국송금서비스 런칭 
2018. 06. 캄보디아 송금 서비스 런칭
2018. 07. 인도 송금 서비스 런칭
2018. 08. 미국 송금 서비스 런칭
2018. 10. 특허 "이종화폐 송금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취득
2019. 01. Series B 투자 유치 완료
2019. 02. 영국, 호주, 캐나다 송금 서비스 런칭
2019. 03. SENTBE PTE. LTD. 싱가포르 법인 라이센스 취득
2019. 03. 삼성페이 파트너십 정식 서비스 런칭
2019. 04. 안산 CS센터 오픈
2019. 07. 머니그램 파트너십 체결
2019. 07. 웰컴저축은행 파트너십 체결
2019. 08. 센트비 안드로이드 앱 런칭
2019. 09. 머니매치 파트너십 체결
2019. 10.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2019.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휴기관

삼성페이, 웰컴저축은행, Cebuana, MoneyGram, MoneyMatch, Tranglo, Vietcombank

센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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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기존의 판도를 바꾼 저렴·신속·편리한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1) 수수료 최대 90%절감
센트비는 풀링(Pooling)과 네팅(Netting) 방식으로 고비용 구조를 제거하고, 기존 은행과 달리 외환운용으로 
인한 마진을 고객에게 부담하지 않고, 시중의 환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율을 적용해 해외송금 수수료는 
최대 90%를 절감하여 5-6천원 수준이다. 

  2)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 앱 또는 PC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해외 송금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3) 다양한 수취채널
센트비는 수취국가별로 현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고려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전자월렛 등 다양한 수취채널로 시스템을 연동했다.

  4) 실시간 거래
고객의 해외송금 요청액이 입금된 후 최소 5분, 최대 24시간 이내(시차 등으로 인한) 거래가 완료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 2. 경쟁사 대비 센트비의 강점/차별점

  1) 다른 국내 은행들과 달리 외환 관리, 프로덕트, 사업개발 인력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트비에는 
외환은행과 중국공상은행에서 외환딜러로 12년 차 경력을 가진 유원준 이사가 실무를 역임하고 있다.

  2) FX 허브 해외 송금 및 결제 비즈니스는 국경을 넘는 자금들을 거점에 모아 관리하는 허브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FX 허브를 싱가포르 송금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3) 글로벌 파트너쉽 '19.7월, 세계 TOP3 해외송금 서비스인 MoneyGram과 한국 핀테크 서비스로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정산으로 사전자금이체 문제 해결과 대중국 서비스 차별화, 전세계 MoneyGram 
가맹점 활용이라는 강점을 확보 

    3-1) 중국 서비스 차별화 : MoneyGram을 통해서 불안정성을 해소하였고, 중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Alipay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 가능.

    3-2) 가맹점 활용 : 200개 이상 국가 내 3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수취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취처의 범위 다양화(경쟁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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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소다크루 영문명 Sodacrew Inc.

대표자명 이윤세 설립일자 2015. 12. 0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홈페이지 sodatransfer.com 이메일 admin@sodatransfer.com 대표번호 070-4349-0013

담당자 연락처 010-3164-2999 담당자 이메일 richard.kim@sodatransfer.com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21억 8,400만원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소다크루는 해외송금을 혁신하고자 의기투합한 
미래에셋 출신 창업자들이 2015년부터 해외 송금 
서비스 개발을 했고 전략적인 거점 국가로 미국을 
설정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적인 분위기를 
가졌으며, 능력 및 인성 위주로 직원을 봅니다. 
인바운드 송금을 전문분야로 하여, 차별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브랜드인 소다 트랜스퍼는 각 
국가의 은행 및 송금 사업자를 연결하여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 및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2015. 12.

소다크루설립

2017. 06.

2억 투자 유치

2017. 11.

2억 투자유치

2017. 12.

1억 투자유치

2018. 08.

16억 투자유치

2018. 11.

TIPS 기술투자창업연계과제

2019. 06.

호주송금구간 오픈

소다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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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소다트랜스퍼는 온라인 해외송금 서비스로 기존 은행보다 최대 90%까지 저렴하고, 며칠 걸리던 해외송금을 몇 
시간 만에 가능하게 합니다. 소다트랜스퍼는 국내 핀테크 회사 최초로 미국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2017년 1년간 베타서비스에서만 160억 원을 송금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인바운드 
송금이라는 차별성 및 독창성을 가졌으며, 실리콘밸리, 미래에셋 출신의 시스템/보안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호주 송금 구간을 시작으로 2020년 초 미국 송금 구간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유럽과 동남아에도 진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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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소테리아 영문명 SOTERIA Inc.

대표자명 김종만 설립일자 2018. 01. 22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9층

홈페이지 www.soteria-sys.com 이메일 info@soteria-sys.com 대표번호 02-2142-1700

담당자 연락처 02-2142-1700 담당자 이메일 regina9866@soteria-sys.com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15억 200만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 
서버블랙박스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소테리아는 혁신적인 AI & 
Hardware-Cooperative Cyber Security 
솔루션들은 커널 레벨 데이터 직접추출, 분산 
독립된 전용 하드웨어 기반 위변조 원천차단 기술 
관련하여 광범위한 특허를 보유(한국 등록 1건, 
미국 등록 1건, 미국 출원 2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창업자를 포함해 오랜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고급 인력으로 창업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된 
핵심기간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 정부 
협력 주도하에 사이버 보안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관련 산업분야 (클라우드, 인공 
신경망, 빅데이타, 블록체인, 핀테크 보안, 자율주행 
자동차 및 IoT)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고, 미래형 
고부가 고용창출에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테리아의 솔루션들은 4차 산업 혁명의 
융복합 분야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들로 Server BlackBox는 블록체인의 작업증명 
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낭비를 무결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검증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7. 04. 성능 초저가 Hardware engine rev.2.0개발

2017. 07.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초청 세미나

2017. 10. Asia Startup Battle Seoul 대만 정보산업 
협회 수상

2018. 01. 한국법인 본사 설립

2018. 02. KISA 핀테크 기술센터 입주기업 선정

2018. 05.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18. 06. 서울대 창업선도대학 기술사업화 기업 선정

2018. 09. 서울대 창의 통합 설계 학과목 프로젝트 선정

2018. 10. TTA V&V 기능 검증 획득

2018. 11. 민간투자주도형 R&D 정부과제 TIPS 선정 기업

2019. 01. ISO9001 품질경영 국제규격 획득

2019. 04. 서울대 보안최적화 연구실 및 해킹그룹 공동연구

2019. 04.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창업기업 선정

2019. 04. 서울대 창업선도 최우수 성과기업 선정

2019. 05. 소테리아-서울대 지능형 보안 연구실 설립

2019. 06. 서강대학교 산학연계 업무협약

2019. 06. GS1등급 인증 획득

2019. 07. 소테리아-KISA 'SW 신규취약점 신고포상제’
공동운영 협약

2019. 1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1. Securonix NDA체결

2019. 12. 서울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 선정

 제휴기관

신용보증기금

소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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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Server BlackBox
 - 서버에서 발생한 로그의 추출 저장에 무결성을 보장하고 OS에서 제공하지 않는 포렌식(Forensic) 
   데이터수집 
 - 통합콘솔을 통해 정책(로그 보관기간, Audit 옵션 설정 등)을 배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강화 
 - 서버에서 발생하는 로그 분석을 위해 AI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와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오탐을 배제

▶ (2) Cleio
 - 사고/해킹시 데이터 분실을 없애기 위해 변경파일에 대한 자동 실시간 백업 가능
 - 백업시 중복 데이터제거를 통해 스토리지 사용 효율 향상
 - 백업된 데이터는 DLM(Data Lifecycle Management)정책에 따른 1,3,5,10년 및 영구 백업 가능
 - 사고/장애로 인한 복구 시 복구시간 최소화

▶ (3) Stealth Shield
 - 정책기반 (Rule Based)탐지 뿐 아니라 비정상 동작(anomaly behavior)도 탐지 가능
 - 비정상 동작 탐지기법으로 AI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와 같은 최신 기법을 도입하여 오탐을 배제
 - 탐지 뿐 아니라 방지(Prevention) 기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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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소프트런치 영문명 Softlunch Inc.

대표자명 배진흥 설립일자 2017. 12. 0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홈페이지 www.softlunch.co.kr 이메일 id.softlunch@gmail.com 대표번호 02-318-1206

담당자 연락처 02-318-1206 담당자 이메일 abas@softlunch.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페이스토리,
결제정보 빅데이터, AI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소프트런치는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핀테크 
기업이다.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결제데이터를 
수집하고, 맥락화하여 사용자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플렛폼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점 350만 점포의 구조화된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프로파일을 연결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구매에 특화된 가계부 서비스를 
기획하여 베타런칭 중이며 서비스 초기이지만 현재 
7만건의 다운로드와 3만명의 활성 유저를 
확보하였다.

2017. 12.

회사설립

2018. 01.

삼성전자 투자자금 유치

2018. 05.

우리은행 핀테크랩 선발

2018. 07.

국내 유통사 협업 개시 (전략적 투자 유치)

2018. 12.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IP R&D 우수성과 기업 선정

2018. 12.

UNIST 특허 라이센싱, 기술이관

2019. 01.

핵심 특허 매입 (애플, 퀄컴 라이센스 건)

2019. 06.

창업성장 혁신 R&D 과제 선정

2019. 10.

서울시 제 2 핀테크랩 선정 (여의도 we work)

 제휴기관

삼성전자, 삼성화재, 서울특별시, 우리은행, 이랜드, 핀테크지원센터

소프트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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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페이스토리 서비스 (pay + story, pay + history)
카드사, 삼성페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호환되는 위치기반 자동 가계부 서비스로 기존 가계부 서비스와 
위치기반 구매 추천서비스를 합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82

기업명 솔리드웨어 영문명 Solidware

대표자명 박재현 설립일자 2014. 08. 05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3층

홈페이지 https://davincilabs.ai/ko 이메일 contact@solidware.io 대표번호 02-6105-6391

담당자 연락처 010-8853-9706 담당자 이메일 jyp@solidware.io

종사자 수 33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솔루션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솔리드웨어는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다.

인공지능 분석 엔진 및 시각화 솔루션인 
‘다빈치랩스(DAVinCILABS)’를 활용해 
신용평가,언더라이팅, 타깃 마케팅, 사기 적발, 이상 
탐지,고객 관계 관리 등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 및 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빈치랩스는 머신러닝 자동화 
솔루션(Automated Machine Learning)으로 
빅데이터 분석 중 데이터 
전처리-모델링-전산반영의 全과정을 자동화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모든(금융, 유통, 물류, 제조 
등)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현재 다분야/다국가(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2014. 08. 회사 설립

2014. 12. AXA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고객 손해액 
       예측 솔루션 개발

2016. 09. ‘ICT 스프링 2016 Europe’ 기술경연대회 
          아시아 최초 본선 진출

2016. 09. SBI저축은행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프로젝트

2017. 02. 베트남 TP뱅크와 개념 증명 수행

2017. 02.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 론칭

2017. 05.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동군집 생성 시스템 
          및 생성 방법 특허 출원

2017. 09. 네덜란드 'ABN-AMRO 론치패드 챌린지’ 우승

2018. 03. 다빈치랩스 日수출 (국내최초 머신러닝 
          솔루션 해외 수출)

2018. 11.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 다단계 
         분류모델 생성 방법 특허 출원

2018. 12. 딜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과 MOU체결

2019. 01.

일본 SI전문 기업 'DTS 그룹'과 판매 대리점 계약

2019.

現 AXA 홍콩, AIMMED, 현대모비스 등 다수 업체와 
협업

 제휴기관

신한생명,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ACMC(JPN), AEONFinancialServices(JPN), AXA다이렉트, DB손해보험,
MistuiSmitomoCard(JPN), SBIHoldings(JPN), SBI저축은행, SonyAssurance(JPN), TPbank(VTN)

솔리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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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솔리드웨어의 다빈치랩스는 결측치(Missing Value) 처리, 항목타입 설정 등 머신러닝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전처리를 자동수행한다. 이렇게 정돈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 전처리와 우수한 예측 
분석의 기반이 된다. 다빈치랩스는 데이터 분석가의 사고 흐름을 반영한 사용자 경험, 데이터 분석가의 모델링 
프로세스 체인을 다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독자적인 사용자 경험을 따라 모델 개발부터 검증, 비교 분석 및 
리포팅까지 모든 과정을 비주얼화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업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탑재했고, 딥러닝(Deep Learning) 등 검증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별도의 지원이나 코딩 없이 
클릭만으로 선택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비즈니스 규칙을 자동 생성하는 클러스터링 기능 및 자동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 빅데이터 내 복잡한 패턴을 찾아 규칙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루 만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및 자동화, 인공 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자동 튜닝, 조합 및 챔피언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높인다. 자체 기술을 통해 설명력이 부족한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 자바 라이브러리(Java Library) 추출을 통해 실시간 운영 중인 모델의 업데이트를 손쉽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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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룩 영문명 SROOK Co., Ltd.

대표자명 곽정현, 권연현 설립일자 2016. 05. 1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5층

홈페이지 company.srook.com 이메일 srook@srook.net 대표번호 02-1600-7313

담당자 연락처 02-2192-2136 담당자 이메일 srook@srook.net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30억원

주요 서비스 스룩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룩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제공 
업체다.

2017년 SNS전용 판매 서비스 
스룩페이(Srookpay)를 선보였다. 스룩페이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같은 기존 쇼핑 플랫폼 
개념을 넘어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한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별도의 쇼핑몰 없이도 
온라인으로 주문서를 작성, 결제 및 배송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 09.

srook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2015. 12.

스룩 대표 캐릭터 '스루키' 출시

2017. 01.

소상공인 현물 판매시스템 '스룩페이' 서비스 출시

 제휴기관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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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룩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상에서의 결제를 지원하는 스룩페이를 선보이고 있다.
스룩페이는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쇼핑몰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오픈 커머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의 무통장 입금을 
포함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추가되어 결제 방법의 폭을 넓혔다. 구매자는 쉽고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배송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관리자는 힘들여 쇼핑몰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법이 간단한 관리자 페이지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스룩페이 서비스는 스룩페이 주문서 
링크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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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마트로 영문명 SMARTRO

대표자명 이홍재 설립일자 1998. 04. 16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24층

홈페이지 http://www.smartro.co.kr/ 이메일 hchong@smartro.co.kr 대표번호 1666-9114

담당자 연락처 02-2109-9852 담당자 이메일 hchong@smartro.co.kr

종사자 수 189명 자본금 51억 1,800만원

주요 서비스 종합결제서비스 VAN/PG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마트로는 전자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로 
KT그룹의 금융 및 통신계열사이다.

스마트로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신용카드 VAN 
서비스와 PG 서비스,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로는 2016년 GS25의 나만의 냉장고 
결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7년부터 중국 
지급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1998. 04.

회사 설립

2003.

신용카드 VAN 사업 진출

2007.

U-SCM용 RFID 단말기 TTA 인증

2010. 06.

BC카드 계열 편입

2011. 09.

PG 사업 진출

2011. 11.

KT그룹 편입

2013. 09.

가맹점 서비스 플랫폼 SALT 오픈

2016. 01.

GS25 나만의 냉장고 결제시스템 구축

2017. 09.

중국 지급결제서비스

(알리페이, 위챗페이) 오픈

 제휴기관

비씨카드, 신한카드, Alipay, WeChatpay

스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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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마트로에서 지원하는 VAN 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때 고객의 
신용 및 거래한도를 체크하여 결제 승인을 해당 카드사로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로 PG 서비스는 쇼핑몰 등의 온라인 중소업체와 카드사 등의 금융권 사이에서 온라인 전자결제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개 서비스이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안전하게 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결제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로는 SALT(Savings Advertasing Link Task)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에 필요한 금융, 마케팅, 소싱, 
경영지원 등의 토털 솔루션을 POS와 APP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로가 보유한 서비스 플랫폼과 제휴 
네크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 필요한 제휴사업 및 마케팅 프로젝트를 발굴, 설계, 운영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마트로 MSP(Marketing Service Platform) 서비스는 스마트로의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사에 필요한 
제휴사업 및 마케팅 프로젝트를 발굴·설계·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로가 보유한 서비스 플랫폼과 제휴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마케팅 활동 영역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스마트로 상품수발주 ASP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의 유연한 주문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문 확인을 쉽게 알도록 하며, 공급사에서 고객의 주문을 바로 확인 및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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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마트캐스트 영문명 SMARTCAST Co., Ltd.

대표자명 황상현 설립일자 2014. 06. 18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35, KT백석빌딩 2층

홈페이지 www.smartcast.co.kr 이메일 cstjlcho@smartcast.co.kr 대표번호 031-909-5111

담당자 연락처 070-4279-7794 담당자 이메일 cstjlcho@smartcast.co.kr

종사자 수 22명 자본금 3억 700만원

주요 서비스 무인주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마트캐스트는 주문서비스자동화 전문업체로 
무인주문 솔루션(KIOSK), 주문모니터링 
솔루션(KMS; Kitchen Monitoring System), 
고객알림 솔루션(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을 통하여 매장의 주문/결제 및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매장의 운영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패키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아워홈 푸드코트, 사보텐,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본아이에프, 교촌 등 국내 외식업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무인주문서비스자동화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이다.

2014. 06.

(주)스마트캐스트 설립

2015.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설립, 특허출원 5건,
KMS 표준화 프로그램 등록, 피자헛코리아 KMS 
개발납품

2016.

특허등록 4건, 롯데리아, 국대떡볶기, 미스터피자 
KMS 납품

2017.

창업진흥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선정, KMS 
고도화, KIOSK, DID 개발, 아워홈/롯데시네마/
할리스에프앤비 납품 개시

2018.

창업진흥원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사업 선정, 
기술정보진흥원 디딤돌 R&D 사업선정, 
특허전략개발원 IP-R&D 지원사업 선정,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기술보증기금 
투자유치, 특허5건 출원

2019.

창업진흥원 도약패키지사업 선정, 이노비즈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엔제리너스/본아이에프/이디야/교촌 외 다수 
프랜차이즈 납품 개시, 다수 채널영업대리점 구축, 
포토존자동화서비스 사업화

 제휴기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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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고객이 스스로 주문결제하고, 모든 주문경로의 주문을 통합하여 관제하며 고객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체의 
주문서비스자동화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무인주문결제 솔루션(KIOSK), 주문통합모니터링 
솔루션(KMS; kitchen monitoring system), 고객서비스알림 솔루션(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포토존자동화 솔루션(PHOTO KIOSK) 등 주문통합형 주문서비스공정자동화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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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마트크라우드 영문명 smartcrowd

대표자명 정성모 설립일자 2016. 06. 29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패션관 4층 4102호 (양재동,하이브랜드)

홈페이지 https://www.smartcrowd.co.kr/ 이메일 smart@smartcrowd.co.kr 대표번호 02-1599-1162

담당자 연락처 02-1599-1162 담당자 이메일 smart@smartcrowd.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마트크라우드는 금융 및 부동산 전문 인력이 
정밀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P2P(Peer to peer) 금융 플랫폼이다. 

30년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경력과 상업용 부동산 
분석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담보형 투자 상품만 취급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일감정원, 정진회계법인 등과 
각 업무 제휴를 체결해 더욱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6. 06.

회사 설립

2016. 08.

스마트크라우드 플랫폼 정식 서비스 오픈

2016. 08.

법무법인 대륙아주 업무 제휴

2016. 08.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업무 제휴

2016. 08.

정진회계법인 업무 제휴

2017. 04.

한국P2P금융협회 회원 가입

2018. 06.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가입

2019. 01.

누적 대출액 100억 달성

 제휴기관

대륙아주, 대일감정원, 무궁화신탁, 유한, 정진회계법인, 페이게이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스마트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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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마트크라우드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P2P 방식으로 연결해준다. 2016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연체율 0%를 기록하고 있다. 페이게이트 세이퍼트 서비스를 통해 SC제일은행, 농협 등의 
금융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스마트크라우드가 취급하는 부동산 담보 채권 투자 
상품은 임대료 담보 대출,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건축 자금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다. 임대료, 임대 보증금, 부동산 담보 등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투자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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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마트포캐스트 영문명 Smartforecast

대표자명 김형주 설립일자 2015. 11. 0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19, 빌딩209 2층

홈페이지 - 이메일 comma@smfcast.com 대표번호 02-508-7957

담당자 연락처 02-508-7957 담당자 이메일 comma@smfcast.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5,200만원

주요 서비스 빅터(bigta), 콤마(comma)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마트포캐스트는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해주는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 데이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뉴스 등의 
빅데이터 감성 분석을 통해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예측하는 서비스인 빅터(Bigta)를 개발했다. 
또한 한정된 금액 안에서 어떤 주식을 얼마나 매수 
또는 매도해야 할지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주는 
콤마(Comma)를 선보였다.

스마트포캐스트는 일반 투자자의 자산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주식 등의 값을 예측하는 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2015. 10.

빅터 2.0 서비스 출시

2015. 11.

회사 설립

2015. 12.

가톨릭대학교 금융수학대학원 산학협력 체결, 
신한금융투자 HTS 고객 콘텐츠 제공 연동

2016. 01.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 개발

2016. 03.

‘빅터’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누적 10만 건 달성

2016. 08.

신한금융투자에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 공급

2016. 11.

맞춤형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콤마(Comma)’ 출시

 제휴기관

가톨릭대학교, 리더스경제신문, 매일경제, 신한금융그룹, 아시아경제, 이베스트투자증권, 포커스뉴스, 
한국경제TV,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마트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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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마트포캐스트는 ‘빅터’와 ‘콤마’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터’는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즉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뉴스, 커뮤니티 등을 수집해 투자 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지표화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별 종목의 주가 방향을 투자 심리 기반으로 예측하는데, 
이를 통한 적중률은 평균 65%를 상회한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제공하며, 구글플레이 금융 분야에서 9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콤마’는 머신러닝 및 금융공학 알고리즘, 빅데이터 투자 심리 분석을 결합하여 맞춤형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과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투자 자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주간 단위로 종목을 교체해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정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높은 
기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가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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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마트핀텍 영문명 SmartFinTech Corp

대표자명 김소정 설립일자 2018. 08. 1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비1층(비트빌)

홈페이지 http://www.smartfintech.co.kr/ 이메일 nskokimus@gmail.com 대표번호 02-6929-3550

담당자 연락처 02-6929-3540 담당자 이메일 chfccrown@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6,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마트핀텍은 종합자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회사로써, 각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모든 금융정보를 취합, 통합, 분석하여 
각 개인에게 알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제안, 
개인의 노후 및 목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 
회사입니다.

2018. 08.

회사설립

2019. 06.

크라우드펀딩 성공

스마트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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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BankSignal은 개인의 자산상황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투자성향을 반영하여 각 개인의 목표와 
재무상황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주식투자 및 펀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고객에 맞는 보험상품까지 추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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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몰티켓 영문명 Smallticket Co., Ltd.

대표자명 김정은 설립일자 2016. 05. 0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층 102호(여의도동, 위워크)

홈페이지 https://www.smallticket.com 이메일 jekim@smallticket.com 대표번호 02-567-0096

담당자 연락처 02-567-0096 담당자 이메일 jekim@smallticket.com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억 9,200만원

주요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보험판매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몰티켓은 온라인 소셜 인슈어런스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테크로서, 금융업 가운데 
단계별 판매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보험업 
현실에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고객별 라이프스타일에 입각한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보험과 
관련한 위험률을 스스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세분화된 고객 단위에게 맞춤형 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와 고객사이의 상호 공동의 이익을 모토로 
출발하여, 현재, 스몰티켓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펫건강증진형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B2B사업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Maas(Mobility as 
a service)분야의 인슈어테크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11월 
상품출시한, 배달의 민족의 크라우드라이더, 
배민커넥트를 위한 온디맨드시간제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와 함께 기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공식출시 예정인, 롯데그린카를 위한 
온디맨드 시간제운전자보험 등을 현대해상, 
뮌헨리와 함께 개발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을 위한 
온디맨드보험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국내는 신한금융그룹의 ‘퓨처스랩’, 
해외는 Startupbootcamp(싱가포르)에 선발되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시장의 
다양한 금융 기업과 협업을 준비 중이며, 최근 
글로벌탑 재보험사인 뮌헨리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 05. (주)스몰티켓 설립
2017. 02. 신한 퓨러스랩 3기 선정
2017. 03. Startupbootcamp Singapore 2017 : 
          Top 12 선정
2017. 03. Public Beta-service 오픈
2017. 03. 제2회 인슈어테크 &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원 및 강연
2017. 05. Insurance Nexus Asia 2017 
         Conference Panelist 참가
2017. 06. 2017 APAC Financial Conference 
          Panelist 참가
2017. 06. Echelon Asia Summit Singapore 2017
         참가
2017. 07. Startupbootcamp Fintech 2017 Demo 
          Tour 참가(싱가폴, 청두, 홍콩, 도쿄)
2017. 08. NTT Data's Open Innovation Contest 
          6.0 Finals in Tokyo Finalist 선정
          (결선진출)
2017. 11. 말레이시아-상하이 산업혁신포럼 핀테크 
          2017 프로그램 파트너 선정
2018. 0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2018 
         스마트벤처캠퍼스 프로그램선발
          (우수기업평가)
2018. 08. 한화펫플러스보험 독점판매 정식론칭
2018. 09.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발 
          (한화펫플러스보험고령견인수심사)
2019. 03. AIA Open Innovation 2기 선정
2019. 07.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선발 
          (펫건강증진형보험서비스)
2019. 11. KB손해보험, ㈜우아한형제들과 
         온디맨드시간제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MOU
2019. 11. 국내 최초 온디맨드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 출시
2019. 12.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와 MOU
2019. 12. 현대해상, 뮌헨리, 롯데그린카와 
         온디맨드시간제운전자보험 mou

 제휴기관

신한금융그룹, 한국투자파트너스, 한화자산운용

스몰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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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몰티켓 목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혁신적 상품제안을 지속·발굴함으로써 고객과 
보험사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키고 또 
긍정적인 혜택을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며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몰티켓은 이와 함께 보험유통 채널을 
혁신하여 디지털 시대에 보험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해 차제에 금융시장에서 스몰티켓만의 
특화된 ‘보험 에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B2B2C, B2B시장의 주요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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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쿱미디어 영문명 Skoopmedia

대표자명 신진욱 설립일자 2011. 03. 31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206호

홈페이지 https://bitsonic.co.kr 이메일 ceo@bitsonic.co.kr 대표번호 070-4667-5158

담당자 연락처 070-4667-5158 담당자 이메일 security@skoopmedia.co.kr

종사자 수 5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거래소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쿱미디어는 2011년 3월 신진욱이 설립한 
회사로,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스쿱미디어는 누구나 꾸준히 이용하는 플랫폼 같은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사명에 ‘미디어’를 쓴 
것은 앱도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회사 주요 업무는 웹·모바일 앱 개발, 웹툰 공급 및 
웹툰 작가 관리, 이모티콘 및 캐릭터 개발 등 
라이선싱 사업 등이다. 

포스코 감사나눔 SNS, 현대백화점 HCN 리모콘, 
배달의 민족, Yes24 Crema 번들앱 4종, CJ 
헬로비전 스마트, 수다마마, 미미박스, 카닥, 쏘카, 
네이버 웹툰, 미투데이, 윙스푼, 중앙일보, 
스마트편의점 등의 앱을 개발했다. 

스쿱미디어가 개발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8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으며, 특히 2012년에는 편의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스마트 편의점’ 앱이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 으뜸앱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쇼핑몰인 코인마켓을 
개발했다. 스쿱미디어의 자체 쇼핑몰인 스타트업 
킷을 운영하면서 독특한 문구가 담긴 의류와 컵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2011. 03.

스쿱미디어(Skoopmedia) 설립

2012. 09.

‘스마트 편의점’,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 으뜸앱 수상

2013.

국내 최초 비트코인 쇼핑몰 ‘코인마켓’ 제작

2018.

스쿱미디어, 제10회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헤럴드 대표이사상 수상

2018. 04.

비트소닉(Bitsonic) 설립

 제휴기관

S2W LAB

스쿱미디어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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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거래소 '비트소닉'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전문 거래소'가 목표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연동 및 코인타이거 등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에서만 거래 가능한 알트코인도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 '비트소닉'은 사용자들이 더 쉽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발 등 신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트레이딩 가능한 코인의 개수가 289개인데 500~600개 수준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트소닉이 구축하는 BSC메인넷은 DPOS를 도입, 블록체인 생성에 기여한 유저에게 수입을 나눠주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또 기존 거래소의 경우, 기술이 뛰어난 코인 업체라도 초기 자금 유동성 확보와 수수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비트소닉'은 메인마켓을 제외한 오픈마켓을 따로 열어 기술력이 있다면 누구든 
코인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마켓에 상장하기 위해선 BSC코인(비트소닉 내 자체 코인)을 예치해 
피해자 예방과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이 이뤄지는 행위도 방지한다.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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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타레밋 영문명 STAREMIT

대표자명 이석진 설립일자 2017. 09. 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09-1

홈페이지 www.staremit.com 이메일 ceo@staremit.com 대표번호 02-525-1900

담당자 연락처 070-4232-5979 담당자 이메일 kor7809@staremit.com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5억 4,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액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타레밋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해외 소액 
송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주요 송금 상대국은 
네팔,인도,파키스탄,필리핀,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10여개국 입니다.

특히 송금 상대국인 네팔은 네팔 현지 송금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및 협조를 통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 근로자, 학생 등에게 특화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는 신속,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디든지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송금업 관련한 LOAN 사업 등을 추가하여 
송금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2017. 09.

법인 설립

2018. 02.

소액 해외송금업 기획재정부 등록

2018. 12.

자본금 증자(11억->15.4억)

2019. 12.

자본금 증자(15.4억->21.4억)

 제휴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광주은행, 서울메트로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스타레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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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주 상대로 하여 해외 소액송금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네팔에 대한 송금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수수료)으로 송금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협력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금 상대국의 확장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뿐만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타 대륙 국가들과의 업무 협력을 
유치할 예정이며 또한 세계 유수의 송금 업체 및 관련 IT 업체와의 제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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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타트허브 영문명 Start Hub Co., Ltd.

대표자명 김철훈 설립일자 2019. 04. 0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위워크 12층

홈페이지 www.starthub.kr 이메일 ch@starthub.kr 대표번호 010-7907-9099

담당자 연락처 010-7907-9099 담당자 이메일 ch@starthub.kr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9,000만원

주요 서비스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타트허브는 단순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고, 사업화와 초기자금 조달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롯데 교통카드 사업부와 빅데이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부터 신사업 아이템 기획을 위한 
해커톤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 주제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 주제로 해커톤 2차례 진행했습니다. 

추후 핀테크와 블록체인, Ai 등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4. 12.

비영리단체 블룹 설립

2015. 09.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기념 글로벌 해커톤 진행 
(Startup Weekend Busan)

2016. 11.

부산 동아대학교와 글로벌 주제로 해커톤 진행

2017. 11.

부산 동서대학교와 ICT 주제로 해커톤 진행

2018. 02.

롯데 교통카드 빅데이터 신사업 컨설팅 진행

2018. 11.

부산관광공사와 관광 주제로 해커톤 진행

2019. 04.

스타트허브 주식회사 법인설립

2019. 07.

부산관광공사 관광 해커톤 및 인큐베이팅 사업 총괄

2019. 10.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진행

2019. 11.

'부산스타트업위크 바운스 2019' 파트너사 참여

 제휴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진구청, 지나웍스, 
HillstonePartners, Techstars

스타트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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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스타트허브는 대중이라는 뜻의 '크라우드'와 외부 자원 활용을 뜻하는 '아웃소싱'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소싱에 비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다양한 
솔루션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서비스로는 '커뮤니티 의사결정 솔루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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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텔스솔루션 영문명 Stealth Solution

대표자명 왕효근 설립일자 2017. 11. 2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 핀테크랩 4층

홈페이지 www.stealthsolution.co.kr 이메일 st@stealths.co.kr 대표번호 02-562-1221

담당자 연락처 010-6276-8884 담당자 이메일 shin@stealths.co.kr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6억원

주요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및 인증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텔스솔루션은 호스트의 IP와 포트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네트워크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어하는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변이기술, 
네트워크 구성과 호스트 상태 정보들을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침입 경로를 예측하고 공격 
노출 면을 진단하는 서비스인 공격 그래프 기반 
자동화된 네트워크 보안성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로는 최초로 미국 정부 NIST의 
FIPS 140-2 Level 1, 2 인증을 받은 Unbound 
Tech사와 공동개발 MOU 및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nbound의 기술은 하나의 암호화 
키를 수학적으로 여러 개로 분리 저장하여 해킹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암호화 키를 탈취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시티은행 및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공인인증서, 하드웨어 토큰 그리고 모바일 간편 
인증 서비스를 대체하는 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 
입니다.

2017. 11.

(주)스텔스솔루션 설립

2018. 01.

다중 터널링 기반의 통신 방법 (특허등록)

2018. 11.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신세계 INC

2019. 05.

IPsec가상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완료 및 
특허등록

2019. 07.

MOU체결 및 총판계약 - UNBOUND Tech

 제휴기관

서울특별시

스텔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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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변이 기술
지속적으로 호스트의 IP주소와 PORT번호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켜 특정 네트워크 호스트(서버)에 시도되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기술이다. 목적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의 작업 부하를 
증가시켜 시스템을 보호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R&D 전략인 Moving Target Defense(MTD)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 2. 자동화된 네트워크 보안성 평가 기술
네트워크 구성과 호스트 상태 정보들을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침입 경로를 예측하고 공격 노출면을 
진단하는 서비스다. 손쉬운 네트워크 자산의 시각화, 식별된 IT 자산의 취약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격그래프 
생성 가능, 공격가능성에 기반한 보안강화 우선순위 경로 생성으로 보안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3. Unbound Tech 솔루션
Unbound Tech의 기술은 하나의 암호화 키를 수학적으로 여러 개로 분리 저장하여 해킹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암호화 키를 탈취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프트웨어로, On-premise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최초로 미국 정부 NIST의 FIPS 
140-2 Level 1, 2를 인증 받아 안전성을 증명했다. 기존의 하드웨어 형태의 HSM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전부 
대체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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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틸리언 영문명 STEALIEN Inc.

대표자명 박찬암 설립일자 2014. 05. 0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더프라임타워 업무동 12층

홈페이지 www.stealien.com 이메일 contact@stealien.com 대표번호 02-2038-4792

담당자 연락처 02-2038-4792 담당자 이메일 jwkim@stealien.com

종사자 수 34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틸리언( STEALIEN )은 'Steal'과 'Alien'의 
합성어로, 외계인의 기술을 훔친다는 뜻이다. 
회사의 슬로건은 '첨단기술을 간편하게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4년에 설립된 정보보호 전문기업 스틸리언은, 
각종 국내외 해킹대회 우승 및 입상, 글로벌 
기업의 제로데이 취약점 발견, 정보보안 인재상 
수상 등의 경력을 보유한 해커들로 구성되어 있다. 

80% 이상이 기술 개발 인력으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과 첨단 보안 기술의 연구 개발에 힘쓰며, 
기술집약적 회사로 발돋움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연구 개발 
(AppSuit, AppSuit Keypad, AppSuit AV, AppSuit 
WBC, AppSuit Module, AppSuit Hybrid 등), 
공격자 관점에서의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점검 
컨설팅, 공공기관과의 R&D 프로젝트 수행 등이 
있다.

2014. 05.
회사 설립일
2015. 02.
사업 시작
2015. 12.
ICT 분야 유망기업(K-Global 300) 선정
2016. 08.
KB Starters Valley 선정
2016. 11.
모바일기술대상 SK텔레콤상 수상
2016. 11.
정보보호산업발전 공로 미래부 장관 표창장
2016. 1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올해의 스타트업상 수상
2017. 05.
우수벤처기업 지속성장부문 선정
2017. 06.
Ebiashara(케냐 기업) MOU
2018. 02.
Shinhan Futureslab 선정
2018. 04.
고용노동부 주관 강소기업 선정
2018. 12.
SW 제품 품질대상 최우수상 선정(AppSuit)
2018. 12.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2018. 12.
신한DS MOU
2019. 06.
Main-Biz, Inno-Biz 기업 선정

 제휴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스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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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리언은 첨단 기술을 간편하게 제공하는 연구 개발에 힘쓰며, 주요 사업으로 보안 솔루션 연구 개발, 모의 
해킹 서비스, R&D 프로젝트 수행 등이 있다.

▶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연구 개발 - 앱수트(AppSuit) 시리즈]
스틸리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모바일 앱 보안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 및 구축하고 있다.
루팅 탐지, 위변조 방지, 디컴파일 방지 등의 기능 제공을 통해 앱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난독화와 암호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가상 키패드 모바일 보안 솔루션(AppSuit Keypad), 모바일 백신 
솔루션(AppSuit AV), 화이트박스 암호화 솔루션(AppSuit WBC) 등이 있다.

▶ [모의 해킹 서비스 - 공격자 관점의 취약점 점검 컨설팅] 
취약점 점검 컨설팅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기업의 제로데이 취약점 발견, 국내외 해킹대회 우승 및 입상, 
대통령상을 비롯한 정보보안 인재상을 수상한 세계적 수준의 해커들이 투입된다. 투입된 인력은 실제 공격자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단순 체크리스트 기반의 형식적 점검이 아닌 외부망에서부터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침투하여 취약점 발견하고 대응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안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공공기관과의 R&D 프로젝트 수행]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해킹과 보안 기술 과제를 자사 연구소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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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파이스웨어 영문명 Spiceware Co., Ltd.

대표자명 김근진 설립일자 2017. 11.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wework) 4층 106호

홈페이지 https://spiceware.io 이메일 sales@spiceware.io 대표번호 010-8877-4493

담당자 연락처 010-2950-4251 담당자 이메일 sarah.lee@spiceware.io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클라우드용 금융 데이터 
보안 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파이스웨어는 기업이 빠르게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 결함에도 안전하게 암호키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데이터를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우수성, 성능, 품질 등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정보보호제품(EPISC)으로 선정되고, GS 
1등급의 높은 품질 인증을 취득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한 
스파이스웨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확장성, 생산성, 호환성 높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제품이 되고자 한다.

2017. 08.

클라우드 암호화 특허 출원

2018. 08.

Amazon APN Select Partner 공식 승급 (아마존/AWS)

2019. 05.

LG U+ ESB 시스템 납품/적용

2019. 07.

주식회사 안랩 MOU체결 및 Pre-A 투자유치

2019. 08.

Start-Up NEST 6기 선발 (신용보증기금)ﾠ
2019. 09.

RBS/NatWest 핀테크 기업 AC 선발 (NatWest/영국)

2019. 10.

서울핀테크랩 선발 (서울시)

2019. 10.

우수정보보호제품(EPISC) 선정 (KIS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1.

정보보호산업발전 유공 단체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표창

2019. 1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 (GS 1등급 인증)

 제휴기관

신용보증기금, 안랩, 정보보호클러스터, Amazon Web Service, BespinGlobal, 
KISA, LG CNS, LG U+, NatWest, SparkLabs

스파이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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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WAS에 직접 적용해 DB서버의 부하 증가나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암호화를 
구현한다. 또한, SQL인젝션과 XSS취약점 공격에 대한 기본 방어를 지원하고, 한꺼번에 많은 복호화를 요청하면 
서버 측이 이를 자동 제한하여 대용량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할 때 필요한 
암호키를 시스템으로부터 완전 격리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유출되어도 평문으로 사용할 수 없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DevSecOps를 실현한 제품으로 개발과 보안과 운영을 
공정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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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페이스워크 영문명 SPACEWALK

대표자명 조성현 설립일자 2016. 08. 05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패스트파이브 518-520호

홈페이지 http://spacewalk.tech 이메일 i@spacewalk.tech 대표번호 02-2138-8030

담당자 연락처 02-2138-8030 담당자 이메일 ysm@spacewalk.tech

종사자 수 24명 자본금 5,400만원

주요 서비스 랜드북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생산성을 
혁신하고자 하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 시장의 
기술 혁신) 기업입니다.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건축설계’입니다. 인공지능이 
건축 법규를 바탕으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규모를 산출하고, 세대와 주차장 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내는 기술로, 머신러닝 분야 
중 심층강화학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 소형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랜드북(http://landbook.net) 서비스를 
런칭해 운영 중입니다.

랜드북 인공지능 건축설계 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주민 사업 지원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권을 비롯해 중개법인, 
건축사사무소 등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KOICA의 CTS 프로그램에 
선정돼 베트남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금껏 총 15만 평의 토지(1.8조원 
규모)에 대해 부동산 개발 자문을 제공했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 중개법인 등 B2B 고객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고도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6. 08.
스페이스워크(주) 설립
2017. 01.
KOICA CTS프로그램 선정, 지원금 2.9억원
2017. 12.
서울혁신챌린지 우수상, 지원금 1.5억원
2017. 12.
테라핀테크 투자 유치, 4억원
2018. 04.
NIPA GSIP 선정, 지원금 2.8억원
2018. 06.
(주)경계없는작업실건축사사무소 인수
2018. 08.
랜드북 서비스 출시
2018. 11.
한양대학교 기술창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유치, 2억원
2018. 12.
TIPS 프로그램 R&D 11월 선정, 지원금 5억원
2018. 12.
TIPS 프로그램 사업화 선정, 0.9억원
2018. 12.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투자 유치, 5억원
2019. 01.
스톤브릿지 영프론티어 투자조합 투자 유치, 5억원
2019. 03.
(주)스페이스데브원 출자
2019. 08.
신용보증기금 ‘2019년 퍼스트펭귄 기업’ 선정 보증, 10억원
2019. 09.
NH 농협은행 업무제휴
2019. 09.
2019 AGIC 국제 인공지능 대회에서 세계 2위로 본선 진출
2019. 10.
우리은행 WM센터 업무제휴

 제휴기관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스페이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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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랜드북 웹사이트(무료)

  - landbook.net : 소형 주택 개발 사업성 검토 서비스 
랜드북에 가입하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건축사 등이 매달 30만 건의 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랜드북 투자분석(유료) 

  - 소형 주택, 상업시설, 오피스텔 개발 사업성 검토 서비스
상세한 보고서와 오프라인 자문을 제공합니다(필지 1건당 30만원). 현재 주요 금융권 WM부서와 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 중입니다.

▶ 3) 랜드북 가로주택(유료)

  - 단독이나 빌라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서비스
SH와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SH가 2016년 저희 인공지능 
건축설계 프로그램을 구매해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랜드북 세이프티(무료) 

  - safety.landbook.net : 붕괴위험 노후건물 정보 제공 서비스
지난 2016년 용산 붕괴 사건 이후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했으며, 최근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사건 이후 
서초구청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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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스피너미디어 영문명 SPINOR MEDIA Inc.

대표자명 김재영 설립일자 2019. 08. 27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핀테크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pinormedia.com 이메일 josephray@spinormedia.com 대표번호 010-4109-7969

담당자 연락처 010-2761-2190 담당자 이메일 ft219@spinormedia.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1,100만원

주요 서비스 가족간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스피너미디어는 2019년 8월에 설립된 가족간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6월에 국내 등록된 '송수금을 중개하는 
메신저 서버' 특허를 기반으로, 결제수단이 없거나 
결제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가족 혹은 추천된 
대신결제자에게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킨즈페이(KINS Pay) 앱을 활용하여 가족간 재정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킨즈 쿠폰(KINS 
Coupon)은 가족재정의 예산 책정, 집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킨즈 페이는 새로운 가족사랑 
결제 플랫폼입니다.

2017. 06.

대신결제관련 특허 등록

2019. 08.

회사 설립

2019. 09.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 입주

2019. 11.

2차 엔젤투자 유치

 제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피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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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킨즈헬스케어(KINS Healthcare)는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비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앱입니다. 
상급종합병원들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병원의 업무부담도 줄고,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성도 증진됩니다. 킨즈페이(KINS Pay)는 다양한 분야의 결제에 적용되어, 가족 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가족 
재정 소통 범위를 넓혀주어, 가족 결속을 강화합니다. 킨즈페이, 킨즈헬스케어 앱들은 정부, 지자체들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로 복지 수혜자들에게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부자들은 킨즈 
쿠폰(KINS Coupon)을 활용해서 손쉽게 기부 쿠폰을 발행하여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수혜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천된 기부 쿠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14

기업명 시루정보 영문명 Seeroo Information Co., Ltd.

대표자명 류창화 설립일자 2009. 08. 0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2601호

홈페이지 https://www.seeroo.co.kr/ 이메일 company@seeroo.co.kr 대표번호 02-420-5573

담당자 연락처 02-420-5573 담당자 이메일 pg@seeroo.co.kr

종사자 수 55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모든페이(간편결제), 
앱안심인증(MO인증)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루정보는 2009년 설립 이후 결제/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결제/인증 기술 
기반의 다양한 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금융권 SI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보안 기술인 앱 인증기술, 데이터 
암/복호화 아키텍쳐 및 보안 시스템 구현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 08.

(주)시루정보 설립

2010.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1. 02.

벤처기업 인증

2011. 10.

모바일결제 솔루션 개발 / 모바일 2채널인증 
솔루션 개발

2012. 12.

모바일결제 표준화 (비 IC칩 기반 모바일 결제 보안 
요구사항, TTAK.KO-12.0199)

2013. 12.

스마트앱어워드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구.신한앱카드)

2014. 10.

스마트폰 소지 인증 서비스 개발 (앱안심인증)

2014. 12.

모바일결제 표준화 (모바일결제 앱 보안 요구사항, 
거래번호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2016. 01.

금융결제원 현금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개시

2017. 05.

MODNPAY 서비스 개발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스마트저축은행, 신한DS, 신한카드, 신협,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데이타시스템,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KT, NH농협은행

시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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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페이"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국내 금융사에서 배포하는 앱의 "QR코드 스캔기능"을 통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 간편결제 서비스 입니다. 현재 3개의 카드사 및 1개의 은행사 앱과 
제휴되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금융사에 대한 확대 적용을 추진중입니다. 결제 고객에게는 금융사 앱의 편리한 
사용성과 통합 멤버십/쿠폰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간단한 가입만으로 QR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외결제 연동, 다양한 가맹점 자체 프로모션 및 금융사 연계 
프로모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금융사 앱 기반의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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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시소플랫폼 영문명 C-So Platform Co., Ltd.

대표자명 이정윤 설립일자 2016. 03. 1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1003호(여의도동, 대오빌딩)

홈페이지 https://c-so.co.kr/ 이메일 contact@c-so.co.kr 대표번호 02-6959-0308

담당자 연락처 070-5101-7175 담당자 이메일 phj@c-so.co.kr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4억 2,500만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소플랫폼은 2016년 P2P시장 초창기에 
설립되어, 3여 년 동안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에 특화된 P2P금융플랫폼 
"시소펀딩(c-so.co.kr)"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보기술 기반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생"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금융(대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한 예측 및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을 금융에 
접목시켜 기존과 차별화되고 믿을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6. 03. 회사 설립

2016. 04. 시소펀딩 서비스 오픈

2017. 09. 담보가치 예측 평가 시스템 (CATS) 도입

2017. 11.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 현대페이(주)와 
          MOU 체결

2018. 06. 하이브리드앱 출시

2018. 08.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전략적 MOU 체결

2018. 10. 2018 한경 핀테크 대상 테크 분야 
         P2P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8. 10. 벤처기업 인증 완료

2018. 11. (주)씨앤테크와 전략적 MOU 체결

2019. 01. 누적투자액 1,000억 돌파

2019. 09. 웰컴페이먼츠(주)와 전략적 MOU 체결

2019. 10. 2019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2019. 10. 필리핀 HMR 그룹, (주)기반유통과 전략적 
          MOU 체결

2019. 10. 벤처캐피탈(VC) 이노폴리스파트너스와 
         국내 대형 증권사 투자 유치

 제휴기관

골든브릿지, 공명, 기반유통, 라올스, 씨앤테크, 웰컴페이먼츠, 파인텍, 필리핀 HMR그룹, 현대페이

시소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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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플랫폼은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초점을 맞춘 P2P 금융 서비스인 시소펀딩을 선보이고 있다. 시소펀딩은 
금융 밸런스를 맞추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시소펀딩은 동산담보 대출에 최적화된 P2P전문 
솔루션을 운영한다. 
시소펀딩의 C2-SO 전략은 다음과 같다.
- CATS / 담보가치예측시스템을 통한 담보평가 : 빅데이터를 통한 담보평가가 가능하다.
- Curation / 투자자 맞춤형 투자상품 추천 Bot : 투자데이터를 통한 선호도 분석이 가능하다.
- Security / P2P기반 담보물 관리 서비스를 통한 담보관리 : IoT 기술이용 보안을 강화하여 담보보관한다.
- Organization / 시소펀딩만의 동산담보 대출 상품 구조화 : 대출상품 구조화로 동산 P2P활성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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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시스메틱 영문명 Sysmetic

대표자명 박혜정 설립일자 2015. 06. 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에스지 142호

홈페이지 moya.ai 이메일 ceo@sysmetic.co.kr 대표번호 02-6338-1880

담당자 연락처 02-6338-1880 담당자 이메일 mxtp@sysmetic.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뉴스데이터 매칭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스메틱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와 
브로커 매칭 플랫폼'을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금융 상품 투자자와 상품 운용자 그리고 투자 
상담사 등 3자 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금융 상품을, 운용자에게는 
최적의 상품 개발을, 중개자에게는 훌륭한 영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메틱은 금융 투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분석 엔진 Moya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버전 MOYA 앱 버전과 웹 
형태의 서비스 왓치 리스트, 해외 주식 분석 
모바일 서비스인 글로벌 MOYA 등 크게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사다리랩 산학으로 지속적인 
비정형 데이터 자연어처리 분야에 대한 머신런닝과 
딥러닝 분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 환경 하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 06. 회사 설립

2015. 10.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과 금융 콘텐츠 
         포괄적 업무 제휴

2016. 11. 온라인 동영상 지식 플랫폼 Airklass 
         온라인 교육 부문 공동 제휴

2016. 12. 코스콤 자본시장 증권 공동망 API 구축

2017. 06. 현대선물에 시스메틱 계좌 통계 분석 
          서비스 제공

2017. 09. 한국경제신문 핀테크 대상,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8. 09. MoYa 모바일 앱 런칭

2018. 12. 일산 킨텍스 S/W 인재 페스티벌 참여

2018. 12. MoYa 워치리스트 서비스 런칭

2019. 03. 우리은행 Developer Lab 우수기업 
          선정 & 입주

2019. 04.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스타트업 선정

2019. 05. 해외주식 뉴스 Folo 앱 런칭

2019. 05. IBK 퍼스트랩 선정

2019. 05. 키워드 기반 컨텐츠 인식기술 특허 출원

 제휴기관

국민대, 서강대학교, 예스스탁, 우리은행, 유진투자선물, 인벡스 자산운용, 중앙대학교, 
코스콤, 현대선물, BIT대학원, IBK기업은행

시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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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시스메틱은 투자자와 트레이더, 중개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트레이더나 투자 자문사 및 상품 개발자 
등에게는 투자성과 정보 공유를 통한 홍보와 개인 투자자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적인 투자 전략을 
상품화해 수익 구조 기회를 제시한다. 많은 증권사 투자 상담사들에게 자신들만의 판매 상품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증권사 투자 상담사 및 중개자에게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영업 채널을 제공한다. 
투자 상담사 및 중개자별 라운지를 제공해 폐쇄형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해준다. 다양한 금융 상품의 통합 투자 
제안서, 포트폴리오 원 클릭 작성, 리포트 출력 서비스 등을 전달한다. 고객과 투자자에게는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금 운용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시하고, 원하는 중개자를 검색하고 비교, 분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시스메틱은 금융 투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분석 엔진 Moya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버전 MOYA 앱 버전과 웹 형태의 서비스 왓치 리스트. 해외 주식 분석 모바일 서비스인 글로벌 MOYA 
등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식 분석 서비스는 미국, 중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53,000개 종목의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버즈, 감성지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을 모바일 앱 형태와 웹서비스 형태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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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시스퀘어코리아 영문명 C-SQUARE KOREA

대표자명 정중기 설립일자 2017. 05. 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5 덕봉빌딩 3층 시스퀘어코리아

홈페이지 www.rupeesend.co.kr 이메일 jeff@c-square.net 대표번호 02-6956-0023

담당자 연락처 02-6956-0023 담당자 이메일 jckim@c-square.net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1억원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스퀘어코리아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2017-3호)로 일본에서 업계 
최초로 일본발 한국향 자금이동업체 
(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여 시장을 개척한 멤버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IT기술과 웹/앱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여러 은행 
및 MTO(Money Transfer Operator)와의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송금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세계 
203개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2017. 05.

주식회사 시스퀘어코리아 설립

2017. 08.

소액 해외송금업 제3호 등록

2017. 09.

미국 MoneyGram사 업무 제휴

2017. 10.

네팔 MTO 업체 업무 제휴

2017. 11.

말레이시아 CIMB 은행 업무 제휴

2017. 11.

동대문 지점 오픈

2017. 11.

루피샌드 송금서비스 실시

2018. 11.

루피샌드 어플 서비스 실시

2019. 08.

네팔 MACHHAPUCHCHHRE 은행 업무 제휴

 제휴기관

광주은행, 신한은행, CIMB, moneygram, Sansar, SMBC

시스퀘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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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Rupeesend]
저렴한 송금수수료와 최적의 환율로 네팔로의 송금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로 네팔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소액해외송금업체 및 은행과 제휴하여, 계좌로의 송금도 문제없이 가능한 최상의 
네팔 전문 송금서비스를 제공 인터넷의 비대면 거래 뿐만 아니라 동대문 지점에서도 간단하게 신청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 [Baroremit]
일본의 최초 한국 전문 송금서비스 엑스파로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로 한국 일본간의 송금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른 한일간의 송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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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시큐어넷 영문명 Secure Net

대표자명 김성제 설립일자 2017. 10. 27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시큐어넷

홈페이지 www.securenet.kr 이메일 sungjae.kim@securenet.kr 대표번호 02-470-2080

담당자 연락처 02-470-2080 담당자 이메일 sungjae.kim@securenet.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2,500만원

주요 서비스 제품 인증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큐어넷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시험 인증 기관 
사이에서 제품 인증서 및 성적서를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월 설립된 이래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당사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큐어넷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제품의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2017. 10.

시큐어넷 법인 설립

2018. 06.

인증서 및 성적서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등록

2018. 11.

베타 서비스 론칭

 제휴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시큐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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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시큐어넷 서비스는 제품의 인증(인증서&시험성적서)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시큐어넷 플랫폼의 특장점은 매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문서만 업로드하면 제품의 유효기간, 인증서 및 성적서 
갱신에 대한 사전 알림 등 자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개정 법령 정보도 실시간으로 안내 됩니다. 또한 
완제품에 따른 부자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무자의 업무 시스템이 기존시간 대비 80%이상 효율적으로 
구축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품 인증정보를 투명하게 보안, 관리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데, 
데이터 삼중보안 체계로 문서 위조 및 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브랜드를 확보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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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씨앤비페이 영문명 CNB PAY Inc.

대표자명 이권세 설립일자 2017. 04. 0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빌딩 18층

홈페이지 www.oneremit.co.kr 이메일 hana@oneremit.co.kr 대표번호 02-2285-2077

담당자 연락처 070-8785-1799 담당자 이메일 iskong@oneremit.co.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씨앤비페이는 해외송금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합니다.

해외송금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외의 
여러 협력업체와 더불어, 보다 빨리(최단 5분송금), 
보다 싸게, 보다 간단하고, 안전하게 보내시는 분의 
마음까지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네팔,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보다 많은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향후, 보다 친밀한 
해외송금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17. 04.

회사설립(제주도)

2018. 03.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획재정부 제 2018-7 호)

2018. 08.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연동

2018. 08.

일본송금 및 수취서비스 실시

2018. 11.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체결

2019. 07.

중국, 베트남, 필리핀 송금서비스 실시

2019. 11.

네팔송금서비스 실시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전북은행, C&B Inc.

씨앤비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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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피전화 등 오랫동안 외국인 마켓을 개척하고 확대해 온 임직원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교포 
및 외국인들이 고국의 생활비나 간단한 쇼핑 등에 도움이 되고자, 보다 빠르게(최단 5분송금), 보다 싸게, 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송금으로 해외에서 땀흘리시는 고객분들의 마음까지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네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외에도 보다 많은 네트웍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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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씰렛 영문명 Seallet Corp.

대표자명 정윤서, 박미쁨 설립일자 2011. 11. 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1길 30, B1

홈페이지 - 이메일 contact@coinpia.com 대표번호 070-4460-3360

담당자 연락처 070-4760-3360 담당자 이메일 contact@coinpia.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관련 개발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씰렛 주식회사는 2011년 설립된 핀테크 회사로 
지급결제 및 블록체인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무사고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 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블록체인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11. 11.

씰렛 주식회사 설립

2014. 05.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피아 런칭

2018. 02.

코인피아 서비스 중단

2020.

블록체인 개발 등 지속 진행중

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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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씰렛 주식회사는 2014년부터 국내 선도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개발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운영 당시 세계최초로 조건부 주문을 출시하고 FDS를 통한 무사고 운영을 해온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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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씽크풀 영문명 Thinkpool Co., Ltd.

대표자명 김동진 설립일자 1994. 01. 1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층

홈페이지 www.thinkpool.com 이메일 tpmail@thinkpool.com 대표번호 02-1666-6300

담당자 연락처 02-2174-6403 담당자 이메일 karen@thinkpool.com

종사자 수 62명 자본금 35억 7,3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제공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씽크풀은 1994년 전문가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식기업으로 출발한 후, 현재는 금융과 보안인증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S/W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씽크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한 R&D 
투자와 연구성과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 제품을 
만들고 있다.

AI(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기술 기반의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LBS, 
Deep-Learning을 활용한 보안인증 기술과 핀테크 
시장 및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저널의 신성장 동력 
제품을 출시하여 상용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장외주식거래 시장인 K-OTC 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150여건의 특허 등록 등 특허경영 
지식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지식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빅데이터 및 AI기반의 투자 및 
자산관리 지원 서비스'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3. 12.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벤처
활성화 유공 포상 (산업통상지원부장관상)

2015. 06.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대상기업에 선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12.

2016 전자 ICT 특허경영대상 금상 (특허청장상)

2017. 12.

한국경제TV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 빅매치'  종합 우승

2018. 03.

'레이더스탁' AI 주식추천 서비스 개시

2018. 04.

K-OTC시장 신규거래 지정

2018. 07.

<상황 인지형 판단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등록

2018. 09.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관련 빅데이터 및 AI' 
정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

2019. 09.

매일경제 제휴 MK라씨로 플랫폼 출시

 제휴기관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씽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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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씽크풀은 위험 관리와 로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씽크풀이 제공하는 로그인 도용 방지
솔루션은 금융 거래 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및 인증을 위한 제품이다. 로보 사업 부문에서는
금융 공학과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RASSI(Robot Assembly System on Investment)’라는 브랜드로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시스템도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종 전자 공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디지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산, 즉시성과 모든 종목을 커버하는 
범위성을 지원한다. 또한 경쟁 업체와의 비교 분석까지 수행한다. 로보퀀트 (Robo-Quant)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정보 및 금융 데이터 분석과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분석해 저평가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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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디엔소프트 영문명 IDNSOFT

대표자명 신종훈 설립일자 2017. 04. 0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4층

홈페이지 www.idnsoft.co.kr 이메일 idnsoft@idnsoft.co.kr 대표번호 02-6267-0403

담당자 연락처 02-6267-0405 담당자 이메일 idnsoft@idnsoft.co.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머니서핑, 일감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디엔소프트는 금융플랫폼 개발 업체로 
2017년 4월 설립되었다.

금융상품정보를 한번에 비교/검색하고 추천해주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머니서핑'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약 200여개 
금융회사를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연결해주며, 대출, 
적금 등 개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5월 KTB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으며, 9월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2017. 04. IDNSOFT 설립

2017. 08. 머니서핑 출시

2017. 12. KCB 신용보고서 업무계약 대출모집인 
         상담사 60명 계약

2018. 01. 아니콘다, 젤리 엔진 개발

2018. 04. TCB 기술등급 T3 획득

2018. 05. KTB 크라우드펀딩 성공

2018. 08. 앱기반의 금융상품정보 통합 제공시스템 
         특허 등록

2018. 09. 벤처인증기업 획득 

2018. 12. 개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제공

2019. 03. 개인한도정보조회 서비스 제공

2019. 04. 일용근로자 매칭 서비스 일감 런칭

2019. 06. 개인별 정부지원자금 매칭 서비스 런칭

2019. 09. 일감서비스 직업소개소 80개유치

2019. 12. 일감서비스 직업소개소 160개유치

2019. 12. 일용전문근로자 5000명 확보

 제휴기관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KB국민은행, ok저축은행

아이디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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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디엔소프트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제공 업체이다.
아이디엔소프트의 '머니서핑(MONEY SURFING)'은 1,2 금융사 통합 금융상품정보를 한 번에 비교/검색하고 
추천해주는 모바일 금융플랫폼이다. 머니서핑은 200여개의 금융사와 20,000여개의 금융상품을 금융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모바일로 연결해준다. 은행 영업시간에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 금융 관련 앱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이용자, 금융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머니서핑을 통해 휴대폰으로 바로 금융상품을 검색/추천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금융기관을 편리하게 
연결해주어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를 덜어준다. 
머니서핑의 신용대출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않는다. 비대면 연결 시 전화번호 
노출 없이 050 안심번호로 상담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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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비케이시스템 영문명 IBK System

대표자명 서형근 설립일자 1991. 03. 2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1-7 뉴서울빌딩 11층

홈페이지 www.ibksystem.co.kr 이메일 park1114@ibksystem.co.kr 대표번호 02-3407-6600

담당자 연락처 02-3407-6630 담당자 이메일 smhong@ibksystem.co.kr

종사자 수 565명 자본금 31억원

주요 서비스 금융IT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비케이시스템은 기업은행 그룹의 계열사인 
금융IT전문 기업으로, 대형 금융 차세대 프로젝트와 
다양한 금융업무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CMMI Level5 및 자체 PMS 등을 통한 전사적 
품질체계 및 CBD, Agile 등이 적용된 독자적 
개발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레임워크, UI/UX, 
시스템 모니터링 및 스크린 스크래핑 솔루션 또한 
갖추고 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Open API,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선행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 플랫폼, 지급/결제, 소셜 미디어 등 
B2B, B2C 대상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 02.

푸쉬형 스마트 결제 솔루션 구축

2014. 03.

IBK기업은행 POST차세대 업무포탈시스템 구축

2015. 05.

IBK기업은행 은퇴설계 프로세스 구축

2016. 09.

DGB캐피탈 IT시스템 구축

2017. 02.

신한캐피탈 IFRS9 전산시스템 개발

2018. 01.

한국캐피탈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18. 06.

홍보플랫폼(iPatio-P) 및 쇼핑 플랫폼(iPatio-S) 출시

2018. 11.

보이스피싱 탐지 AI 솔루션 개발

2019. 05.

중소기업 금융 플랫폼 BOX 총괄 운영

 제휴기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캐피탈, 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험공사,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IBK기업은행

아이비케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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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비케이시스템은 금융 IT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고객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입증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고도화된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시스템 통합 업무다. 
기업 정보 시스템 구축의 선진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시스템 
제안에서 납품,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활동도 진행한다. 고객 중심에서 신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IBK시스템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모바일 개발(Native, Hybrid), 텍스트 및 이미지 분석(Spark, Tensorflow), 
빅데이터 플랫폼(HDP2.5), 오픈 API 플랫폼(WSO2), 클라우드 컴퓨팅(SaaS) 등 광범위하다.
IBK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은 iDesigner(HTML5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원소스 멀티디바이스 모바일 앱 플랫폼), iFramework(웹 표준 지원 및 차세대 프로젝트급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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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씨비 영문명 ICB., Co., Ltd.

대표자명 이한용 설립일자 2013. 06. 1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0

홈페이지 https://icbnet.co.kr/ 이메일 neobizbox_gicb_c1_d302
@icbnet.co.kr 대표번호 02-331-1880

담당자 연락처 010-9248-4568 담당자 이메일 john@icbnet.co.kr

종사자 수 95명 자본금 50억원

주요 서비스 송금/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씨비는 알리페이(Alipay)의 공식 대행사이며, 
알리바바의 물류 부문 자회사인 
차이니아오(Cainiao)의 파트너 기업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B2C 전자 결제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 바코드 결제를 한국에 처음 도입하고, 
알리페이 QR 결제 가맹점 서비스인 ‘큐릭(Qrick)’을 
선보였다.

국내 오프라인 앱 결제 최다 거래량을 확보하는 등 
바코드 결제 및 QR 스캔 결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알리페이 센터를 개장,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로부터 5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2013. 06.

회사 설립, 홍콩 법인 설립

2014. 04.

알리페이 O2O 바코드 결제 공동 사업 계약,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2014. 09.

15억원 투자 유치,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2016. 07.

알리페이 라이프스타일 한국 파트너 계약 체결, 
알리페이 O2O QR 스캔 결제 사업자 계약 체결

2016. 10.

코엑스 내 알리페이 센터 개장, PG 라이선스 취득, 
환전업 및 외국환 취급 기관 등록

2017. 03.

하나금융투자로부터 50억원 투자 유치

 제휴기관

알리바바, 알리페이

아이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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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씨비는 알리페이와 협력을 맺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코드 결제 서비스는 알리페이 
월렛에 상점을 노출하고 프로모션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인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환율 리스크 없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QR 스캔 결제 서비스는 바코드 결제의 장점에 더해 
가맹점이 별도의 POS,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없이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Lifestyl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맛집 서비스 ‘식신’, 숙박 서비스 ‘야놀자’, 서울특별시, 동대문 등과 협력하고 있다. 환전 서비스 및 결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놓았고, 신규 서비스로 외화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알리바바 그룹 물류 자회사인 
차이니아오의 한국 파트너사로 차이니아오의 중국 전역 배송망 및 아이씨비의 한국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대중국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매자가 상품을 준비하면, 차이니아오가 별도의 통관 서류 없이 
중국 고객의 주소지까지 배송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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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지넷 영문명 aijinet

대표자명 김창균 설립일자 2014. 05. 16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w시티 315-1호

홈페이지 www.myrealplan.co.kr 이메일 kpykcs@hanmail.net 대표번호 031-698-2127

담당자 연락처 031-698-2127 담당자 이메일 kpykcs@hanmail.net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5억 5,900만원

주요 서비스 마이리얼플랜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지넷은 2014년 설립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보험 정보 플랫폼인 마이리얼플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사업, 솔루션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리얼플랜은 보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이어주는 서비스다. 

모든 소비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보험 문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마이리얼플랜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 12월, 우리기술투자로부터 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액 약 50억원을 
달성했다.

보험닥터(앱)서비스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설계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 
인슈어테크의 선구자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4. 05.

회사 설립

2014. 08.

더벤처스 투자 유치

2014. 09.

팁스 선정

2016. 07.

캡스톤, 코스콤 투자 유치

2017. 06.

하우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2018. 12.

우리기술투자 투자 유치

2019. 01.

신규 서비스 보험닥터 출시 예정

 제휴기관

더벤처스, 우리기술투자, 캡스톤, 코스콤, 하우인베스트먼트

아이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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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지넷은 ‘올바른 보험 정보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마이리얼플랜을 선보이고 있다. 마이리얼플랜은 ‘내게 딱 
맞는 진짜 보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정직한 보험’과 ‘정확한 보험’을 추천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보험 설계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을 
유리하게 추천하고, 인터넷 정보는 어렵거나 상업적인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마이리얼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리얼플랜은 보험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용자가 자신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작성해 올리면 마이리얼플랜에 가입돼 있는 설계사들이 그에 맞는 보험을 설계해 입찰 경쟁을 한다. 
설계사들이 설계한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해 마이리얼플랜의 알고리즘으로 
걸러지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3개 상품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상품 및 설계사 선택을 맡기는 구조다. 이를 
통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고객의 보험을 분석하여 현재 보험에 대한 고객의 이해력 증진 및 보험가입에 있어 주도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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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콘루프 영문명 ICONLOOP Inc.

대표자명 김종협 설립일자 2016. 05. 1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3층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홈페이지 www.iconloop.com 이메일 info@iconloop.com 대표번호 02-2138-7026

담당자 연락처 010-5432-7744 담당자 이메일 info@iconloop.com

종사자 수 140명 자본금 2억 5,1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개발 자문 및 
공급업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콘루프는 2016년 설립된 블록체인 솔루션 
및 플랫폼 구축 전문기업으로 블록체인 코어 
엔진인 '루프체인(loopchain)'을 자체 개발하여 
기업용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S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BaaS)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금융투자업권, 
신한은행, 교보생명, 우정사업본부 등의 기술 
파트너로서 참여하며 루프체인을 기반으로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entity), 
금융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6. 05. (주)아이콘루프 법인 설립

2017. 10.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아이디(CHAIN ID)' 출시

2017. 11. 교보생명 블록체인기반 보험금 자동청구 출시

2018. 07. 관세청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시범사업자 
선정

2018. 09.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시범사업자 
선정

2018. 11.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켓플레이스에 
개발 편의 향 상 위한 'ICON 
Development Network' 론칭

201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분야 장관상 
수상

2019. 05.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broof)' 출시

2019. 0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마이아이디(MyID)' 선정

2019. 06. 자기주권형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 
'디패스(DPASS)' 출시

2019. 10. 기보 등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제휴기관

관세청, 교보생명, 금융투자협회, 부산은행,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 서울특별시, 신한은행, 야놀자,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전라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리플, 하이투자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NFC, 한화투자증권, D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증권, SBI저축은행

아이콘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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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블록체인 엔진 '루프체인(loopchain)']
- 당사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 및 플랫폼인 '루프체인(loopchain)'은 신원이 확인된 참여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layer에서부터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layer까지 full stack technology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고객의 수요와 원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이 가능
-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1. 블록체인 인프라 환경인 BaaS Infrastructure, 2.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실제 서비스인 BaaS Application으로 나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MyID)' 서비스]
- '마이아이디(MyID)'는 기존의 인증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디지털 신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금융질서 확보와 금융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 마이아이디는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금융 소비자의 단말기에 실명확인이 
  완료된 신원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비대면 실명확인 시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 받음 
  > 금융권 통합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 구축 및 기존 실명확인 단계의 통합 가능
- 마이아이디의 주요 특징
  1) One ID, Multi use > 하나의 ID로 생활 전반에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
  2)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 > 신원정보의 위변조 및 도용 불가, 보안성 강화
  3) 개인 단말에 모든 신원 정보 보관 > 인증정보를 사용자가 보유하므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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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퀘스트 영문명 IQUEST

대표자명 김순모 설립일자 1996. 11. 27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407호

홈페이지 www.iquest.co.kr 이메일 gjy@iquest.co.kr 대표번호 02-2025-4630

담당자 연락처 070-8852-7328 담당자 이메일 gjy@iquest.co.kr

종사자 수 100명 자본금 9억 8,000만원

주요 서비스 ERP, 회계관리, 사업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AI 업무자동 전문기업 아이퀘스트는 1996년 
설립 이래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개발, 보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96년 중소기업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인 
”얼마에요”를 출시 이후, 열악한 대내외 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고객은 옳다’ 라는 가치를 
지키며 연구 개발을 거듭한 결과 20만여 기업이 
아이퀘스트의 솔루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 머무르지 않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핵심 역량에 기반하여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Market 
Leader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1996. 11. 아이퀘스트 설립
1996. 11.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출시
2002. 03. 중소기업청 3만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선정
2006. 12. 패키지고객 20만 돌파
2009. 03.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사업자 등록
2011. 03. 우리은행 제휴 - 우리ERP 출시
2013. 03. 신한은행 제휴 - 신한InsideBankERP 출시
2013. 03. 현대카드 제휴 - 현대카드 MY COMPANY 

ERP 출시
2014. 03. 유플러스 제휴 - 유플러스ERP 출시
2014. 03. SAP파트너사 - SAP얼마에요 출시
2015. 03. 병역특례업체 지정
2016. 03. 얼마에요 - 클라우드 버전 출시
2017. 01. 뉴젠솔루션 제휴MOU 

(얼마에요 - 세무사랑 PRO 연동)
2017. 03.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선정
2017. 06. 경리봇 제품 출시
2017. 11. 부산은행 제휴 - BIC ERP 출시
2018. 03. 특허등록 - 빅데이터 및 자동분개에 관한 
         특허
2018. 11. 얼마에요 비영리 제품 출시
2019. 09. 스마트팩토리 어워드 코리아 기업솔루션 
          ERP 대상수상
2019. 09. NICE PAYMENTS 제휴
2019. 10.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2019. 11. 국민은행 제휴

 

 제휴기관

가비아, 국민은행, 나이스페이먼츠,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LGU+

아이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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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얼마에요'로 대표되는 아이퀘스트의 제품은 기업운영에 딱 맞춘 통합관리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획득한 AI 기반 자동기장을 핵심으로 회계/재고/급여/인사/제조/생산/세무신고 등 기업운영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금융자료 통합조회를 통해 장부정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즉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고 주기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문의, 원격교육, 방문교육, 집체교육 등 다양한 고객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항상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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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패스 영문명 EYEPASS

대표자명 이유신 설립일자 2017. 10. 01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산학협력관 812

홈페이지 - 이메일 7457509@hanmail.net 대표번호 053-254-4435

담당자 연락처 010-5389-8885 담당자 이메일 7457509@hanmail.net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바이오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패스의 서비스는 신용카드(IC카드), 스마트폰 
등의 결제수단에 대한 도난, 분실, 해킹, 복제 등 
금융사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바이오인증(홍채) 결제방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카드결제 사고에서 자유롭고 더욱 안전하며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고객)는 신용카드와 현금 및 스마트폰 등 
지급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인의 
바이오정보만으로 신용결제가 가능합니다.

2017. 10.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휴기관

이리언스

아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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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기존의 카드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앱카드(스마트폰) 등을 소지하여야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본 서비스는 미리 본인이 선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자유입출금등)을 본인의 
바이오정보만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실물카드나 현금 또는 다른 결제수단(스마트폰 등)을 일체 소지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카드 또는 현금소지로 발생되는 도난, 분실, 복제 등의 각종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투명한 거래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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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피엘 영문명 Innovative Play Lab Co., Ltd.

대표자명 김경욱 설립일자 2014. 03. 1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8 3층

홈페이지 www.ipl.global 이메일 denny@ipl.global 대표번호 070-4905-2092

담당자 연락처 070-4905-2092 담당자 이메일 tina@ipl.global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6,400만원

주요 서비스 가정용 소셜로봇 탑재 
능동형 결제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이피엘은 가정용 소셜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14년 3월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형 로봇을 개발한 핵심 멤버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가정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모든 
결제관련 금융솔루션에 핀테크를 적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면서도 자연스러운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포인트도 쌓으면서 생활반경 내에서 모든 
소셜커머스 관련 금융/결제/포인트/마일리지 
서비스를 소셜로봇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이피엘은 창업 초기 해외에서 25억원가량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14억원을 보증받았다. 창업 후 정부 출연 사업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어 2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5.

K-Global 300 Company (Korea)

Next Startup Award Champion (Korea)

Goyang Best IT/SW innovation (Korea)

2017.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표창

KITAS Top 10 (Korea) 

 제휴기관

웅진북센, 현대건설, KB금융그룹 스타터스, KIC실리콘밸리, Orange France

아이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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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피엘은 Robot OS(DAROS, middle ware)를 기반으로 한 가정용 소셜로봇에 핀테크 기술을 연계하여, 
능동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케 한다. 대표 제품인 로봇 개인 비서 '아이지니(iJini)'를 앞세워 스마트 홈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아이지니는 가정 내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 음성 명령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전제품을 제어한다. 음성으로 각종 정보와 지식을 검색할 수 있고, 개방형 AI 플랫폼으로 
이동통신사·가전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도 가능하다. 아이지니는 외부에서도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홈', 집을 비울 경우 이상 사항을 체크하는 '홈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아이피엘은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셜로봇을 통한 상품주문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생활반경 내 소셜커머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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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톤 영문명 ATON

대표자명 김종서 설립일자 1999. 10. 13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2층

홈페이지 www.atoncorp.com 이메일 contact@atoncorp.com 대표번호 02-786-4273

담당자 연락처 02-786-4273 담당자 이메일 bb0304@atoncorp.com

종사자 수 92명 자본금 14억 3,600만원

주요 서비스 핀테크 보안 솔루션, 
핀테크 플랫폼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아톤은 1999년 10월에 설립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금융 기관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이 활용하는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 대한 본인 인증을 
요청할 때 이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금융플랫폼 회사입니다.

2000년 국내 최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을 시작으로 모바일 중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모바일 금융 솔루션 부문에서의 역량을 토대로, 
2010년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솔루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보안 
매체(Secure Element)를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초 
SE기반 인증 서비스, SE 플랫폼 상용화, SE OTP 
출시 등 SE 기반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당사는 2019년 자체 
기술을 통한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형 SE를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에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 증권사 HTS, WTS 개발

2000. 세계 최초 칩(Chip) 기반 모바일 뱅킹 개발

2000. 국내 최초 MTS(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 개발

2004. 모네타 칩 기반 솔루션 제공

2004. 3G USIM 카드 교통 멤버십 개발

2008. 금융권 차세대 인터넷 은행 개발

2010. 국내 최다 모바일 증권 서비스 제공

2010.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개발

2012. 세계 최초 Secure Element 플랫폼 상용화

2012. 세계 최초 Secure Element 기반 인증 서비스 제공

2014. 세계 최초 SE 플랫폼 상용화

2016. 세계 최초 은행권 SE OTP 상용화 및 금융   
결제원 수용 적합성 획득

2017. 국내 최초 금융권 사설인증서 출시

2018. 세계 최다 SE 금융기관 도입 기록 확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2018. SK텔레콤, KT, LG U+PASS 전자서명 
공동 사업자 선정

2019.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형 SE 출시

 제휴기관

네이버, 넥슨,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비씨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옥션, 유안타증권, 카카오,
컬쳐랜드, 코인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증권,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KT, K-BANK, LGU+,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N엔터테인먼트,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SK증권, SK텔레콤, SK플래닛

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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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의 대표적인 핀테크 보안 솔루션인 '엠세이프박스'는 모바일 핀테크 환경에서의 혁신적인 보안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매체(Secure Element) 기술을 중심으로 특히 금융 및 핀테크 사업자들이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엠세이프박스는 독보적으로 높은 보안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함께 제공하는 혁신적 보안 솔루션입니다. 

▶ 1) 보안성 
당사의 솔루션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일반적인 실행 영역(AP 및 메모리 등)과 분리된 특수 보안 
실행 영역을 통해 저장 또는 실행하도록 하여 외부의 악성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엠세이프박스 솔루션은 핀테크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된 실행 영역에서 저장 및 구동되도록 
하여 외부 공격에 원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편의성 
엠세이프박스는 OS 환경·버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UX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존 보안매체가 가진 스마트폰 기기 종류 및 운영체제 버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형 보안 매체 솔루션으로 더욱 폭 넓은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엠세이프박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금융 기관에서 고객 본인이 승인한 거래임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ATON mOTP 솔루션과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사설인증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ATON mPK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보안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아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내 대표 
은행과 K-BANK, SBI저축은행 등에서 당사의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도 당사의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글로벌 법인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에 당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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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알고리마 영문명 Algorima Inc.

대표자명 김영욱 설립일자 2019. 02. 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405호

홈페이지 http://algorima.io/ 이메일 hello@algorima.io 대표번호 070-4353-7176

담당자 연락처 010-2807-3797 담당자 이메일 hello@algorima.io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루페(Lupe)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알고리마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분야의 깊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에 도전하는 연구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美 
아이비리그 학·석사 출신으로 구성된 팀으로, 
2019년 2월 법인 설립 이후 한 달만에 신한 
퓨처스랩에 선발 이후 K-Global Security Startup, 
서울시 혁신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경진대회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루페’라는 AI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보안 취약점 검증 플랫폼과 보안 
감사 서비스와 더불어,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품고 No-code 인공지능 교육 및 개발 
솔루션 'EasyDeep'을 개발 중입니다.

2019. 0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 선정

2019. 03.

신한퓨처스랩 선정

2019. 04.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팅 선정

2019. 04.

대덕특구 액셀러레이팅 선정

2019. 05.

K-Global Security Startup 선정

2019. 08.

서울시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 (예선) 선정

2019. 08.

빅뱅엔젤스 유니콘파인더 글로벌 프로그램 선정

2019. 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개방형 경진대회 우수기업 
선정

2019. 10.

신한금융투자 Seed 투자 유치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알고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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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이지딥(EasyDeep)]
No-code AI 교육 솔루션
코딩 없이 누구나 AI의 개념 및 메커니즘을 쉽게 학습하고, 실제로 구현해볼 수 있는 Interactive한 웹 기반 AI 
학습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반복 작업과 코딩 없이도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시각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처리, 머신러닝 및 예측 모델 배포까지 가능합니다.
◦ 현재 AI 교육은 강의 형태의 콘텐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파이썬(P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반드시 학습해야 함
◦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AI 학습과 응용을 위한 진입장벽은 높음
◦ 또한, 산업 전반에 AI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AI 교육 인력 수급도 관련 커리큘럼/콘텐츠 
   및 학습 도구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됨
◦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2020년부터 연간 1천 명씩 향후 5년간 5천 명의 
   AI 교원 양성 계획 발표
◦ 당사는 AI의 단계별 학습 및 실습에 최적화된 Interactive한 AI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코딩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쉽게 AI의 개념 및 메커니즘을 학습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내 자동화된 딥러닝 모델링 및 시각화 기술을 통해 Learning-by-doing 학습 경험을 제공함

▶ [루페(Lupe)]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검증 엔진부터 VCS/CI 연동을 모두 포함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 자동화된 블록체인 보안 감사 시스템은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감사가 가능한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기업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가치 상승에 따라 많은 해커들이 유입되면서 금전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블록체인 보안 사고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가상통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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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알디스금융시스템 영문명 ALDIS

대표자명 황병삼 설립일자 2003. 11. 27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87, 202호

홈페이지 www.aldis.co.kr 이메일 cando@aldis.co.kr 대표번호 02-6401-2666

담당자 연락처 02-6401-2663 담당자 이메일 cando@aldis.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8,500만원

주요 서비스 머니시그널, 
스크래핑 솔루션, 스크래핑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알디스금융시스템은 필요한 금융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스크래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03년 설립되어, 고객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자동 조회하여 알려주는 "머니시그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국세청 등의 자료를 스크래핑하여 
회계 SW / ERP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스크래핑과 고객이 직접 
스크래핑을 하는 방식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업력으로 빠르고 정확한 스크래핑 
솔루션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 11.

알디스금융시스템 설립

2004. 06.

(주)아이퀘스트 "얼마에요"와 서비스 제휴

2004. 07.

(주)더존 계좌정보관리 공동사업 제휴

2008. 06.

나이스정보통신(주) 제휴 - 가맹점입금정보 시스템

2009. 06.

(주)스마트로 제휴 - 가맹점 입금정보 시스템

2010. 06.

홈택스 스크래핑 제공

2012.

㈜SPC 네트워크에 가맹점 입금대사 서비스 구축

2013. 06.

전국 교차로 "머니시그널" 공급

2015. 06.

신용카드, 건강보험, 관세청, 4대보험 스크래핑

2018. 06.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

 제휴기관

KB국민은행

알디스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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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알디스금융시스템은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정보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머니시그널(MoneySignal)'은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계좌조회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등록한 은행계좌의 계좌내역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회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동입금확인 시스템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스크래핑은 계좌 / 카드 / 홈택스 / 4대보험 등의 
자료를 ER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주로 회계 SW / ERP 개발 회사에 제휴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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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앤톡 영문명 Antock Co., Ltd.

대표자명 박재준 설립일자 2015. 10. 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역삼A빌딩 404호

홈페이지 www.antock.com 이메일 contact@antock.com 대표번호 02-6263-1026

담당자 연락처 02-6263-1026 담당자 이메일 yjpark@antock.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억 500만원

주요 서비스
국내외 금융정보 분석 

시각화 서비스,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ANTOCK은 개인투자자를 상징하는 개미(Ant)와 
주식(Stock)의 합성어다. 앤톡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금융 분석 시각화 엔진(Visual 
Finance Engine)'을 활용하여 대중에 친화적인 
금융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앤톡은 Big Data 매커니즘 기반으로 각종 투자 
정보를 자동 취합하고, 가치 투자(Value Investing) 
관점에서 평가하며, 결과를 시각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활용도 
제고, 이해력 증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다 
민주주의적인 금융 정보 제공의 확산과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

당사가 개발한 기술력은 상장시장 뿐만이 아니라 
장외, 스타트업 기업 분석에 폭넓게 적용하여 세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향후 ASEAN 기업 
분석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Fin-tech 기술력으로 완화 및 해소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술력 개발과 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 08. 우리은행 Wibee Fin-tech 기업 육성사업 
1기 최종 선정

2016. 09. 코스콤 Fin-tech Open Platform 연계 
사업 관련 MOU 체결

2016. 09. 소프트웨어대전 K-ICT 스타트업 경진대회 
우수상, 코스콤 Open-API Platform 
핀테크 공모전 수상

2017. 0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최종 선정
2017. 06. Start-Up Accelerator 기관, 한국경제TV 

장외주식에 대한 분석 솔루션 개발 계약 체결
2017. 09.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 계약 체결
2018. 04. 우리종합금융 위비크라우드 플랫폼 개발 계약 체결
2018. 05. 행정안전부, 혁신 서비스 우수사례, 금융

부문 앤톡 선정
2018. 07.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대상 데이터 

공급 계약,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기업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2018. 08.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최종 선정
2018. 11.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 

과제 최종 선정
2018. 11. VietSoftware International Inc, 

베트남 IT기업 MOU 체결
2019. 02. (주)앤톡, '2018 공공 빅데이터 성과공유

대회' 장관상 수상
2019. 06. 2019년 대한민국창업대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기업 이사장상 수상

2019. 07.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펠로 
8기 최종 선정

2019. 08.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센터 1기 
소셜벤처 입주기업 최종 선정

  

 제휴기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단법인 피피엘,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엘피알,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경제TV,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현대차 정몽구재단,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VietSoftware International

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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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상장 기업 분석 서비스
국내 상장 기업의 재무 및 주식 정보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스크리너 기능도 제공합니다. 

▶ 2. 장외 주식 분석 솔루션 
정보가 부족하고 불투명한 장외 주식시장에 Fin-Tech 기술력을 접목하여 비상장 기업의 경쟁력, 주가 성장 
잠재성, 그리고 상장 확률 등을 측정하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입니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적정 수준의 공모가 및 상장 당일 주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3. 스타트업 관리 및 분석 솔루션
국내 시장에 방대하게 산재되어있는 Start-Up 기업의 데이터를 집중시켜 보육기관은 관리 최적화를,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알아볼 수 있는 insight를 제공해주는 통합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100,000개 기업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자동화 공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4. 기업 통합 데이터 제공 서비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제공 가능 데이터 범위는 일반 개황 정보, 재무, 고용, 임금수준, 특허, 주요 상품, 각종 
인증정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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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어니스트펀드 영문명 HonestFund Co., Ltd.

대표자명 서상훈 설립일자 2015. 02. 1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엽합회회관 21층

홈페이지 https://www.honestfund.kr/ 이메일 contact@honestfund.kr 대표번호 02-565-8856

담당자 연락처 02-565-8856 담당자 이메일 contact@honestfund.kr

종사자 수 98명 자본금 138억 1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간편투자 서비스 
'어니스트펀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종합 P2P금융 분야 1위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담보, 건축자금, PF, ABL, NPL 등), 
중소기업(SCF, 홈쇼핑 매출채권, 기업 매출채권), 
신용채권 등을 모두 아우르는 모바일 간편투자 
플랫폼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기술의 
힘으로 연결함으로써 은행에서 소외되는 
대출자들에게는 합리적 금융비용과 빠르고 간편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에게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열려 있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며 
금융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어니스트펀드는 카카오 등 굴지의 
IT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구축해낸 국내 최정상급의 
시스템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금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상세한 설명, 
꼼꼼한 사후보고서를 제공한다.

어니스트펀드는 2015년 업계 최초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의 지분투자를 이끌어낸 데 이어 
2017년에는 현재 P2P업계의 표준이 된 ‘투자금 
신탁 관리 시스템’을 공동개발하였고, 2019년 
주택담보대출 전 상품에 권리보험을 도입하는 등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뮤렉스파트너스, 
DS자산운용 등으로부터 누적 334억원을 
투자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까지의 누적 
대출액은 7,500억 원이다.

2015. 02.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법인 설립

2015. 07. 업계 최초 신한은행과 전략적 제휴 체결 
(Future`s Lab)

2016. 09. KB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60억원 시리즈A 
투자유치

2017. 05. 신한은행과 업계 최초 ‘P2P금융 투자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 공동 개발

2018. 06. 업계 최초 ‘부동산 PF 표준 규정’ 공표

2018. 11. 두나무앤파트너스, 뮤렉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22억원 시리즈B 투자유치

2018. 11. 누적대출액 3,000억원 달성

2019. 03. 삼정KPMG 자문 통해 업계 최초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019. 10. DS자산운용 등으로부터 120억원 추가 
투자유치 (시리즈 B+)

2019. 11. 업계 최초 부동산권리보험 주택담보대출 
전 상품 도입

2019. 11. 통합 건축플랫폼 ‘하우빌드’ 30억원 
뮤렉스파트너스와 공동 투자

 

 제휴기관

두나무앤파트너스, 뮤렉스파트너스, 뱅크샐러드, 신한은행, 토스, 하우빌드, 한화투자증권, DS자산운용, 
H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어니스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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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대출 및 투자상품
어니스트펀드는 건축자금(신축자금, 준공자금, ABL), 부동산담보(주택담보, 상가담보, 토지담보, NPL), 
기업자금(SCF, 기업 매출채권, 홈쇼핑 매출채권), 개인신용(개인신용 포트폴리오), 부동산담보 대출/투자상품을 
제공한다.
P2P금융업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대출 및 투자상품을 취급하며, 증권사/캐피탈/저축은행/조합 등 다양한 
금융업권 출신 최고 전문가의 심의와 채권 관리로 상품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 2. 투자 서비스
어니스트펀드는 디지털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설계를 통해 복잡한 투자 과정을 단순화했다. 회원 가입부터 
투자 완료까지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투자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의 
구조를 설계했다. 
또한, 신경쓰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에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안정우선'과 '수익균형' 두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맞춤형' 
옵션을 선택하면 원하는 상품 종류와 수익률, 투자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투자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투자되는 본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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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언더핀 영문명 UNDERPIN Inc.

대표자명 김태준 설립일자 2018. 05.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 5층 120호

홈페이지 www.underpin.kr 이메일 hello@underpin.kr 대표번호 070-8095-2048

담당자 연락처 010-9940-2802 담당자 이메일 kyungho.k@underpin.kr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FANZY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언더핀은 사업의 진정성과 미래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상위 1% 블록체인 &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기업이며, ”비디오커머스 + 핀테크” 
융합분야에서 글로벌영향력을 가진 대한민국 
기술기반 대표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대표 서비스]
1. FANZY : 크리에이터의 재능을 발현한 영상과 
소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Fanzy 토큰으로 거래 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소통, 동일 관심사의 정보교환 
등 서로가 추천하는 영상을 보며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Z세대형 메신저이며 미디어이다. 그 안에서 
소셜 커머스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자들의 기여 
활동(시청,게시,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토큰으로 지갑에 보관된다. Fanzy 토큰으로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내에서 충전도 가능하다. 
2. On Protocol : Hyperledger Fabric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숨겨진 재능을 활성화하고 개인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또한 On Protocol과 연계된 DApp 
서비스인 FANZY를 통해서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크리에이터 및 큐레이터로 연결시킬 
수 있는 C2C2B 공유 경제 프로토콜이다. 
On Protocol에서의 블록체인은 콘텐츠들이 
글로벌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 On Protocol은 사람들의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POC(Proof of Contribution)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고, 개인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고 글로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크리에이터와 
큐레이터 그리고 그들의 팬 혹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전문 분야]
블록체인, 인공지능,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2017. 05.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허 출원

2018. 05. 법인 주식회사 언더핀 설립

2018. 06. TCB 기술 우수기업 선정

2018. 08. 메신저 기반의 자연언어처리 인공지능 
알고리즘(On Protocol에서의 코어 기술중 
하나) 특허 등록

2018. 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KIC Sillicon 
Valey 주최 TRT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부문, 
인공지능 부문 모두 선정 

2018. 09. 미국 Facebook과 파트너십 채결

2018. 10. Global X-Road 프로그램에서 블록체인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비 지원

2018. 11. "4차산업혁명 미래직업 창직 사례 및 창안 
경진대회"에서 4차 산업 혁명 K-스타트업 
30으로 선정

2019. 03. 실리콘밸리의 미디어인 APAC CIO 
Outlook에서 2019년 Asia-Pacific지역 
주목할 블록체인 사업자 top10에 선정

2019. 0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3기에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으로 선정

2019. 09.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서울
핀테크랩" 2기 입주기업 선정

2019. 12. FANZY 정식 버전 릴리즈

 제휴기관

서울핀테크랩, 핀테크지원센터

언더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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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FANZY의 소개
FANZY 서비스는 A Incentivizing Tokenized V-Commerce이며, 현재 V-Commerce 2.0에서 진보된 
V-Commerce3.0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영상을 보고 즐기고 해당 영상에 
관련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영상을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즐기는 행동이 곧 인센티브로 이어지고 서비스가 발전함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 주요 기능 중 Creator’s Market의 소개
On-Protocol은 생태계 혹은 플랫폼 참여들의 기여에 대한 Fanzy를 보상으로, 그리고 구매를 통해 발행한다. 
Fanzy 예치연동 Fanzy X 토큰은 FANZY서비스 Version 1.0 이후 4년 동안 400억개 발행을 목표로 한다. 
400억 토큰 발행의 근거는 관련 시장에 대한 market share 목표치와 연동하여 산출하였다.

▶   [Social Media 관련 시장]
대부분의 시장조사 기관의 글로벌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SNS, MCN, Influencer, 재능 공유 시장은 
2023년까지 총 $3,193억 달러(한화 약382조원)에 달하며, social media 사용자 수는 32.9억 명에 달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 3. FANZY의 차별성
FANZY 서비스는, 인센티브 시스템과 Creator’s Market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주고, 오픈 비디오 채팅을 통해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채팅방의 대화 맥락을 
알고리즘분석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한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페셔널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면서, 쉽고 혁신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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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얼터너티브자산운용 영문명 Ulternative Asset Management

대표자명 이동욱 설립일자 2017. 07. 2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아크로텔 C동 402호

홈페이지 www.ulterinvest.com 이메일 manager@ulterinvest.com 대표번호 02-6956-7269

담당자 연락처 02-574-7266 담당자 이메일 manager@ulterinvest.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대체투자 자문/운용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Block-Deal과 Pre-IPO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입니다. 
2018년 6월 국내 최초의 블록딜 사모펀드 
설정/운용을 자문하여, 레이징 시작 한달 반 만에 
2천억 규모로 소프트클로징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블록딜 단일종목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펀드를 자문/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공한 영역을 기반삼아, Pre-IPO, 
부동산 개발/시행, 핀테크 등 다른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구조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2017. 07.

(주)얼터너티브 대체투자 설립

2017. 12.

(주)얼터너티브 투자자문 으로 사명 변경

2018. 03.

자문사 플랫폼 업무 위-수탁 체결

2018. 06.

NH투자증권 자문형 블록딜랩 출시

2018. 07.

자문형 Pre-IPO 신탁 설정

2019. 06.

얼터너티브 NH투자증권 자문형 블록딜랩 2호 출시

2019. 07.

(주)얼터너티브 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9. 07.

얼터너티브자산운용 블락딜 목표달성형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출시

2019. 08.

얼터너티브 시그니처 블락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1호 출시

2019. 09.

얼터너티브자산운용 블락딜 목표달성형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기상환 완료

 제휴기관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얼터너티브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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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금융플랫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간략한 Process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이 플랫폼에 회원가입 진행
[2단계] 각 당사자들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업로드
[3단계] 매도자(A)와 매수자(B) 간 거래의사 확인 및 계약서 작성
[4단계] 관련 서류 구비 완료
(* 계약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는 '블록체인기반 전자문서'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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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업(판교에가면) 영문명 UP

대표자명 박진석 설립일자 2015. 07. 24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2층 한국핀테크지원센터내

홈페이지 www.gopangyo.com 이메일 kz333@naver.com 대표번호 010-4525-7617

담당자 연락처 02-6953-4823 담당자 이메일 kz333@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5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AI무인 
스마트상점(공간공유경제)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업은 판교에 소재한 기업을 하나로 묶은 커뮤니티 
서비스인 ‘판교에가면’을 운영하고 있다.

‘판교에가면’, ‘송도에가면’, ‘도시공유플랫폼’ 등 
여러 도시의 거점을 기반으로 자체 특허기술로 
개발된 QR기반의 핀테크 서비스와 AI기술을 
연계하여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 운영사다.

1호 공유경제사업모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체 
출시한 인공지능무인매대 ‘AISS Go’를 보급확대 
진행중이다.

업은 ‘판교에가면’을 모델 삼아 제2, 제3의 
‘판교에가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 12.

판교에가면 웹사이트 오픈

2017. 07.

kt wiz 홍보대사 위촉

2018. 01.

판교에가면 플랫폼 OPEN

2018. 01.

도시공유플랫폼(주) 설립 (서울소재)

2018. 02.

송도에가면 설립(인천 연수구 소재)

2018. 10.

성남시 공유경제기업 지정

2019. 05.

서울시 공유경제기업 지정

2019. 11.

인공지능 무인 스마트상점 'AISS Go' 출시 보급

 제휴기관

롯데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업(판교에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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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미국의 ‘아마존Go’가 중대형 무인 매장이라면, 업이 출시한 AI매대 ‘아이스고’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무인매대로 
설계되었으며, 시작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음식 주문 및 결제와 상품판매까지 무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무인 유통관리 시스템이다. 
건물과 상가 등 다양한 장소 내 유휴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며, AI무인매대 ‘아이스고’가 설치 
확대되면 이를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창업 및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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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업데이터 영문명 UPDATER Corp.

대표자명 황동현 설립일자 2018. 03. 26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핀테크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 이메일 gold@updatergroup.com 대표번호 02-405-6789

담당자 연락처 02-405-6789 담당자 이메일 gold@updatergroup.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 업체들과 차별화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 처리, 
분석 업무와 AI를 접목한 예측 알고리즘 개발 전문 
업체이다.

특히,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한 사고 예측, 건축물 
정보와 화재정보를 융합한 예측 알고리즘, 
소상공인 폐업 등 공공정보와 융합한 예측 
알고리즘을 공공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화재보험 등급을 
중심으로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보험요율 개발 등 핀테크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 03.

회사 설립

2018. 0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골목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 
수행 농협 핀테크-블록체인 해커톤대회 우승

2018. 06.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귀농귀촌 추천 서비스 및 일손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사업 전기안전 예측알고리즘을 
기반한 보험 요율 개발 용역

2018. 07.

특허바우처 사업 선정

2018. 12.

서울 혁신 챌린지기업 선정

2018. 12.

서울 혁신 챌린지 기업 선정 - 인공지능 기반 
화재예측

2019. 03.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사업자 
선정

2019.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11.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영역 설정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록

 제휴기관

선도소프트, 수원시, 전라북도,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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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업데이터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연계한 예측 알고리즘 개발업체다. 
화재보험 등급 데이터를 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핀테크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데이터는 주요 
서비스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상점 창·폐업 분석 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한 건물화재 예측 기반 화재위험등급 
산정 기술', '지하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 기반 누수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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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멘탈 영문명 emmental Inc.

대표자명 이성봉 설립일자 2016. 04. 2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7층(청담동, 골프존타워서울)

홈페이지 emmental.co.kr 이메일 contact@emmental.co.kr 대표번호 02-546-0321

담당자 연락처 010-9278-6476 담당자 이메일 zet@emmental.co.kr

종사자 수 23명 자본금 3억 9,000만원

주요 서비스 비즈넵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멘탈은 ‘전문 경영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정보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과 IT 개발자의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세무회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경영정보를 제공받는 클라우드 RPA 
경영정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에멘탈은 2017년 IBK금융그룹의 핀테크 드림랩 
육성 기업으로 발탁됐고,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형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2016. 04.

회사 설립

2018. 05.

신용보증기금 투자

2018. 07.

부산은행 투자

2018. 07.

비즈넵 마케팅 시작

2018. 11.

3,000개 회사의 경영정보 수집 시작

 제휴기관

라움, 부산은행, 안세회계법인

에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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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에멘탈은 자금 여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 착안, 
클라우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경영정보 플랫폼 '비즈넵'의 필드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비즈넵은 
공인회계사, 전문 경영 컨설턴트가 설계하고 개발한 비즈니스 인프라 플랫폼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증빙 관리, 경영 리포트, 급여 관리, 세금신고 관리 등을 돕는다. 에멘탈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외부 회계사무 전문가 사용자 그룹 의견에 결합해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네비게이션을 표방하는 비즈넵은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세무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며, 대출 서류 및 법인 등기 서류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등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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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영문명 Assetplus Asset Management

대표자명 양제신 설립일자 1999. 02. 24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

홈페이지 https://www.assetplus.co.kr 이메일 hyeonseongpark@asset 
plus.co.kr 대표번호 02-3490-9872

담당자 연락처 02-3490-9872 담당자 이메일 joosungpark@assetplus.co.kr

종사자 수 63명 자본금 400억원

주요 서비스 자산운용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소수펀드 운용, 
일등기업 투자,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투자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가치투자 펀드 운용회사이다.

1999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리치투게더 펀드, 알파로보 
펀드 및 해피드림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설정 10년을 맞이한 리치투게더 펀드는 
글로벌, 코리아, 차이나 펀드 모두가 동일 유형 
상위 3% 이내에 드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2018년 
10월, '제3회 한경핀테크 대상' 자산운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6.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 출범

2008.

리치투게더 펀드 출시(펀드직접판매)

2013.

판교 사옥 신축 및 본사 이전(리치투게더센터)

201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일반주식 
최우수상(KG제로인) –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펀드 
제14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대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7.

에셋플러스 알파로보펀드 출시

2018.

한경핀테크대상 자산운용부문 최우수상(한국경제) 
- 알파로보펀드

2018.10.

한경핀테크대상 자산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 알파로보펀드 투자시스템(돌핀감마플랫폼)

 제휴기관

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에셋플러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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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형 펀드인 
‘리치투게더 증권펀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객관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로보 펀드인 ‘알파로보 펀드’, 시장에 
따른 가격 변동을 줄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펀드인 ‘해피드림투게더 증권펀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알파로보 투자 시스템’은 수십억 건에 달하는 풍부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에셋플러스만의 재해석과 
재분류로 가공한다. 알파로보 투자 시스템의 데이터는 재무, 시세, 운용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각 
분야의 전문 자료를 공급받아 에셋플러스만의 데이터로 재가공한다. 알파로보 시스템은 가공한 데이터를 
AI기술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된다. 포트폴리오는 목표설정, 유발요인 탐색 및 결정, 
포트폴리오 구성, 속성분석, 성과분석 총 5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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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스비씨엔 영문명 SBCN

대표자명 손상현, 이승엽 설립일자 2014. 07. 2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4층

홈페이지 http://www.sbcn.co.kr/ 이메일 support@sbcn.co.kr 대표번호 02-719-5500

담당자 연락처 070-8821-2482 담당자 이메일 gemma.kim@sbcn.co.kr

종사자 수 39명 자본금 1억 3,400만원

주요 서비스 투자알고리즘, 
투자정보제공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SBCN은 금융시장과 개인투자자를 빅데이터, AI 
기술로 잇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lobal 300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NA 100대 기업 중 빅데이터 
혁신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움 전문센터 선정 등 금융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SBCN만의 독자적인 시장지표, 알고리즘은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정제하여, 
머신러닝과 AI를 활용한 핵심기술입니다. 

현재 SBCN은 국내 대형 증권사 6곳에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AI알고리즘과 증권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는 
<투자의달인>앱은 종목 정보부터 AI 진단,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전략, 매수/매도 
시그널까지 PB처럼 개인투자자의 효과적인 주식 
생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증권 계좌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사용자가 맞춤형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합니다.

2014. 07.

(주)에스비씨엔 설립(소프트웨어 개발업)

2014. 11.

키움증권 Open API 컨설팅

2015. 08.

창업선도벤처 최우수 기업 선정

2016. 12.

미래창조과학부 ICT유망기업 (K-GLABAL 300) 선정

2017. 01.

과기정통부 K-Global 300기업 선정

2017. 02.

키움증권 B2B 서비스 런칭

2017. 04.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심의위원회 운용심사 통과

2017. 10.

네이버, 강원창조혁신센터 AI빅데이터 혁신기업 선정

2017. 12.

하나금융투자(주) 증권정보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2019. 01.

과기정통부 DNA 100대 기업중 빅데이터 혁신기업 선정

2019. 05.

과기정통부 금융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움 전문센터 선정

 제휴기관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PAXNET, SBSCNBC

에스비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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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SBCN의 서비스는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알고리즘과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B2B(B2B2C)서비스와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B2C로 크게 2가지로 구성됩니다. 

▶ 1. 증권사제휴서비스
증권사제휴 투자의달인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시황, 종목, 테마, 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증권사 고객 약정금액 5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증권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알고리즘이 특징입니다. 

▶ 2. 내 손안의 PB <투자의달인>
개인투자자에게 투자는 왜 어려울까요? 기업,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투자 정보가 불균형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한 상품을 관리하는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투자의달인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증권 계좌를 
통합합니다. 어려운 금융 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AI가 사용자의 보유 종목을 진단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시점까지 제공하는, 말 그대로 PB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더 나아가 너무 많아 알기 어려운 금융 
상품을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폭 넓은 투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의 달인이 되는 길, <투자의달인>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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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스비아이코스머니 영문명 sbicosmoney

대표자명 김정욱 설립일자 2017. 08. 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2층

홈페이지 www.sbicosmoney.com 이메일 tdpark@sbicosmoney.com 대표번호 02-1800-5344

담당자 연락처 070-5208-1486 담당자 이메일 tdpark@sbicosmoney.com

종사자 수 37명 자본금 70억원

주요 서비스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SBI Cosmoney 해외송금은 핀테크 선두 
기업의 안정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해외송금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12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 08.

설립

에스비아이코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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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SBI Cosmoney 해외송금은 핀테크 선두 기업의 안정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해외송금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12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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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어비트 영문명 AIRBIT Inc.

대표자명 김진우 설립일자 2019. 10. 08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807호

홈페이지 www.mgpay.kr 이메일 megapay1008@naver.com 대표번호 02-856-0011

담당자 연락처 070-7731-7457 담당자 이메일 ebdjw@naver.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어비트는 간편결제플랫폼 회사로서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의 다양한 결제를 지원하도록 
QR코드, 바코드, NFC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를 
개발 보급 하는 회사입니다.

간편결제 솔루션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10.

주식회사 에어비트 설립

2019. 10.

페스트데이타 대리점 계약

2019. 11.

ICB대리점 계약

 제휴기관

스킨푸드, 신세계, 신세계면세, 이마트, 토니모리, BNK부산은행, CU, GS슈퍼마켓

에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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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에어비트는 스마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메가페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가페이의 특허기술 개발한 단말기는 카드결제 이외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서 각종 페이의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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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브로스 영문명 ABROSS Inc.

대표자명 박해선 설립일자 2015. 03. 25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2층

홈페이지 https://guavao.com 이메일 dieox2000@hanmail.net 대표번호 010-7745-1008

담당자 연락처 010-7745-1008 담당자 이메일 dieox2000@hanmail.net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7,000만원

주요 서비스 요식업 테이블 
오더 서비스 구아바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브로스는 요식업 대상 주문 결제 
서비스(테이블오더)를 제공하는 O2O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2015년 설립 이후 보다 편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공급만을 
목표하였으며, 현재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 
구아바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구아바는 보다 사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문과 결제에 특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주 사용 목적인 주문과 
결제를 3번의 터치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단순 주문 결제 외 예약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 사용 가능토록 
개발하였습니다. 

에이브로스는 단순 주문 결제 서비스에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통합 결제 시스템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모바일을 사용해 주문 결제하기에 가장 친숙한 
요식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향후 
도/소매, 중고거래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 03.
법인 설립
2016. 12.
연구전담부서 설립
2017. 08.
소상공인 쿠폰 서비스 OPEN8 서비스 출시
2018. 02.
소상공인 쿠폰 서비스 OPEN8 서비스 종료
2018. 06.
온/오프라인 결합결제 시스템 특허 등록
2018. 10.
네트워크 접속단말을 이용한 매장정보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 특허 등록
2018. 12.
테이블 주문 시스템 구아바 베타 서비스 출시
2019. 02.
테이블 주문 시스템 구아바 정식 서비스 출시
2019. 08.
테이블 주문 시스템 구아바 결제 시스템 도입
2019. 08.
광학판독가능한 코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특허 등록
2019. 12.
한국일보 IT 부문 특허대상 수상
2019. 12.
전자결제대행서비스업체 페이누리와 파트너쉽 체결

 제휴기관

페이누리

에이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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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업장 운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아바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중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주문 및 결제에 발생되는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를 줄여 고객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자의 모바일과 POS를 연동한 주문 결제 및 노쇼 방지가 가능한 예약 결제 시스템]
모바일과 POS를 연동해 현장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가 가능토록 개발됐고, 노쇼 방지를 위한 선결제 방식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QR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구아바는 QR코드의 도입을 어려워하거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업주들을 초기 고객 대상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기존 영업방식인 테이블 번호 기입 방식을 도입해 QR코드에 발생되는 관리 및 직원 교육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매장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매장에 영업 여부를 묻는 전화가 매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양쪽의 
불편함을 POS를 감지해 실시간 소비자에게 영업상태 정보를 제공해 해결했습니다.

▶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로 발전 가능한 시스템]
구아바를 통한 업체의 매출은 일일 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산 시스템은 향후 대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회수 리스크가 낮은 소상공인 전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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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브앱 영문명 AVEapp Inc.

대표자명 이성록, 김원석 설립일자 2014. 09. 2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핀테크랩 서울

홈페이지 www.aveapp.com 이메일 srlee@aveapp.com 대표번호 02-2088-1410

담당자 연락처 02-2088-1410 담당자 이메일 srlee@aveapp.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Private SNS platform 
service, 증권 서비스 

중심의 Financial 
Nertworking Service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브앱은 메신저 개발 및 서비스 전문가와 
금융비지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Private SNS 
Platform 기술개발 전문기업입니다. 

2014년 창업 이후, 자체개발한 'wAVE' platform을 
기반으로 증권회사, 유사금융투자사, 
사설금융투자사 및 금융그룹의 포인트거래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필요 기능의 성공적인 구현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권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제공자와 정보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각각의 니즈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증권SNS서비스의 특성상 대용량, Non-stop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2018년에 일본지점, 2019년에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은 두 곳의 
파트너사와 함께 일본 증권회사, 지방 은행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위한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권업계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반 
기능을 탑재한 증권 서비스 중심의 구독형 
platform service "모이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4. 09. 에이브앱 설립

2015. 05. MOA platform (이후 wAVE)개발

2016. 03. 하나금융투자 캔들맨 (이후 SSAM)서비스 
          개시

2016. 11. 기술연구소 설립

2016. 12. 하나멤버스 하나톡 서비스 개시

2017. 05. 벤처기업 인증

2018. 03. 일본지점 설립

2019. 05. 자체서비스 모이미 서비스 개시

2019. 07. 스스로메신저 서비스 개시

2019. 10. 핀테크랩 서울 입주

2019. 12. 일본 QUICK사 Pilot project 2차 사업완료

2019. 12. 베트남 협지법인 설립

 제휴기관

서울특별시

에이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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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모이미"서비스는 증권업계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반 기능을 탑재한 증권 
서비스 중심의 Finanic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게시판과 채팅의 기본적인 SNS기능에 음성방송과 종목필터링, 시세 및 기업정보 즉시조회, 주문연계기능 등의 
증권기능 탑재를 통해 정보취득에서 상담, 주문을 smart processing으로 대응합니다. 아울러 집합된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론된 종목의 빈도추출 및 금융감독원의 공시정보와 관련 정보를 연계 표시하여 정보 
사용자가 제공받은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분석 및 매매지원을 위한 AI 
알고리즘지원은 물론 비대면계좌개설등 다양한 필요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이미" 서비스는 구독형서비스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정보제공자는 별도의 시스템 운영, 마케팅 없이 기존의 
정보배포 방식에 add-on하여 쉽고 빠르게 코어타겟 marketing pool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증권업계의 정보와 맞춤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아 필요정보 검색 및 활용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한정적이던 정보의 폭을 넓혀 투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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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아이플랫폼 영문명 AI PLATFORM

대표자명 신형섭 설립일자 2017. 02. 27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위워크BIFC 15층

홈페이지 www.aiplatform.co.kr 이메일 aiplatform@naver.com 대표번호 051-783-9998

담당자 연락처 051-783-9998 담당자 이메일 love31j@naver.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용응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기반 

마이데이터 거래플랫폼, 
생체인증 보안시스템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AI플랫폼은 의료 기반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4차산업분야 응용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한편, 
생체 인증(홍채, 지정맥, 얼굴) 결제 및 보안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치매 조기 발견 시스템, 
블록체인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거래플랫폼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료 관련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 쪽에서도 사람 및 동물 눈의 일부 
구조로서 동공과 공막 사이에 위치하며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이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섬유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딥러닝으로 
학습함으로써 홍채를 인식하게 해 결제 및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으며, 현재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정보교류서비스, 환자편의서비스(제증명, 
전자처방전, 보험 원스톱), 종합·국가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마이데이터를 
비식별, 암호화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2017. 02.

법인설립

2017. 03.

벤처기업확인 인증

2017. 07.

국방벤처기업인증 - 국방기술품질원

2017. 11.

공동연구 업무 제휴 협약서 -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2018. 01.

홍채인식 통제 및 보안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 (주)이리언스

2018. 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06.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 브라이트클럽

2019. 11.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의료 마이데이터 
거래플랫폼 사업 MOU채결

 제휴기관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정보기술협회, 세종텔레콤,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정보산업진흥원

에이아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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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

 -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환자편의서비스(제증명, 전자처방전, 보험 원스톱), 종합·국가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마이데이터를 비식별, 암호화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

 -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 마이데이터 소유권자 진료정보를 수신하여 비식별화, 암호화한 
마이데이터를 생성, 저장

▶홍채 인식

 - 비접촉 방식으로 접촉식에 비해 높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 RFID카드 연동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필요성을 반영

▶치매 조기진단

 - 치매를 일으키는 뇌 신경세포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망막에서 찾아낼 수 있는 비침습적-고해상도 망막 영상 
기술 개발

 - 특수 안저 카메라와 첨단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 망막을 촬영하는 자가형광관찰장치로 망막에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량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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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엔비코리아 영문명 ANB Korea Co., Ltd.

대표자명 강수향 설립일자 2018. 06. 28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320호

홈페이지 www.cellfiepayment.com 이메일 leo.kim@cellfiepayment.com 대표번호 02-403-0990

담당자 연락처 02-403-0990 담당자 이메일 leo.kim@cellfiepayment.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5억원

주요 서비스 간편결제 플랫폼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엔비코리아는 ‘Cellfie’ 라는 이름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결제 정보 주도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결제 편의를 높이고 금융 보안을 
극대화하며,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맹점(판매상)의 POS나 신용카드 
조회기 역할을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부터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등의 
결제 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결제를 진행하여 기존 높은 수수료의 비대면 
결제도 저렴한 수수료의 대면 결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06.

설립일

에이엔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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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EMV card(RF) acceptance terminal을 기반으로 한 ‘Cellfie’ 라는 이름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장비 없이 고객의 핸드폰을 EMV 단말기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거래를 진행하며 카드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성명, 신용카드, 핸드폰 
번호 등)를 보호하며, 실제 권한이 주어진 직원에게만 POS 단말기로써의 모바일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서 최고의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EMV카드, 마일리지, 가상화폐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 활용이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물 카드를 가지고 결제함으로써 CNP(Card Not Present)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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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젠글로벌 영문명 AIZEN Global

대표자명 강정석 설립일자 2016. 02. 1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8층

홈페이지 https://www.aizenglobal.com/ 이메일 js.kang@aizen.co 대표번호 070-7008-0020

담당자 연락처 070-7008-0020 담당자 이메일 hyeree.jang@aizen.co

종사자 수 17명 자본금 4억 600만원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금융플랫폼,

여신심사, FDS, 보험마케팅 
등 AI금융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젠글로벌은 ‘Redesigning Digital Banking 
with AI’ 비전을 통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산업에 특화된 AutoML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고 AI기술팀인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카이스트-미국 IBM 및 글로벌 금융회사 출신으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파트너이다. 

여신심사, FDS(이상거래금융시스템), 보험AI마케팅 
등 금융 전 영역에 AI솔루션 및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 핀테크 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홍콩 
핀테크위크 데모쇼 1위 수상 및 일본 최대 
핀테크랩 입주 등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과 IT산업(이커머스, 통신사 
등)을 결합하는 AI Banking-as-a-Service 
수출모델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6. 02. ㈜에이젠글로벌 설립

2017. 05. [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7. 12. 우리은행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2018. 02. 홍콩SC은행 Top10 핀테크 선정

2018. 09.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

2018. 11. 홍콩 핀테크 위크 1위 수상

2018. 11. 홍콩 Fintech Week Demo Show 우승
          (1st PLACE)

2019. 03. 미국 최대 액셀러레이터 Plug and Play 
          Tech Center 'Fintech 1st Batch
          (싱가포르)' 선정

2019. 06. 대한민국창업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2019. 09. 한국경제신문 주관 '한경 핀테크대상 
          테크부문 금융위원장상' 수상

2019. 10. 우리금융지주 베트남 하노이 핀테크랩 
          센터 '디노랩 베트남 1기' 선정

 제휴기관

기업은행, 삼성SDS, 서울대빅데이터연구원, 우리은행, 카이스트, 피노랩,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홍콩SC은행, KPMG

에이젠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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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ABACUS는 금융에 특화된 대규모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예측 모형 구성 및 비교 
검증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다수의 예측 모형을 병렬 처리하여 모델 생성, 관리 및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인공지능 관련 지식이 없는 업무 담당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체 개발된 ‘인공지능 통합 관제시스템(Gallery)’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된 모델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모니터링 관리 및 배포 기능을 제공한다. 
ABACUS의 특장점으로는 복잡한 모델링 프로세스 자동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환경, 확장성 있는 클러스터 아키텍처, 시각화 모듈을 통한 인사이트, 설명력 있는 인공지능(XAI) 
제공,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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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치금융서비스 영문명 H financial service

대표자명 한규화 설립일자 2019. 04. 25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4103호(문현동, 아이에프씨부산오피스텔)

홈페이지 - 이메일 hjs05486@naver.com 대표번호 051-711-8562

담당자 연락처 051-711-8562 담당자 이메일 hjs05486@naver.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300만원

주요 서비스 고객맞춤 보험가입시스템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치금융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금융전문관리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개개인에게 딱 맞는 설계를 위해 고객맞춤형 
보장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턴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객중심, 동반성장, 혁신경영이라는 
핵심가치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9. 04.

법인 설립

 제휴기관

동양생명

에이치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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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개개인마다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에이치금융서비스는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설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본인에게 맞는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고객 설문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분석합니다. 이후 고객이 직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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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션 영문명 HSB Co., Ltd.

대표자명 김지연 설립일자 2019. 02. 01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0길 36 216호

홈페이지 www.marrigewell.com 이메일 khjyeon@naver.com 대표번호 010-3774-9169

담당자 연락처 010-3774-9169 담당자 이메일 khjyeon@naver.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온오프 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션은 2019년 2월에 
설립한 회사로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현재 온오프 웨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웨딩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장례 및 
경조 분야로도 진출하여 경조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딩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편리함을 
더해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19. 02.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션 설립

2019. 08.

Vietnam Startup Wheel competition 2019 TOP 
50 선정

 제휴기관

핀테크지원센터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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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저희 서비스는 모바일 청첩장 기반의 온오프 웨딩 서비스입니다. 웨딩시 축의금 도난 및 식사권 오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축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는 불편함과 방명록을 책으로 가져가서 일일이 찾아서 답례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의금, 방명록, 답례를 스마트하게 결혼식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며,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혼부부 및 하객이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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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임 영문명 AIM

대표자명 이지혜 설립일자 2016. 04. 15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홈페이지 http://www.getaim.co 이메일 support@getaim.co 대표번호 02-2135-5679

담당자 연락처 010-2369-1091 담당자 이메일 hyoju@getaim.co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6억원

주요 서비스 AIM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임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모토로 미국 
월스트리트 퀀트 애널리스트 출신 이지혜 대표가 
2016년 4월 설립한 글로벌 투자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글로벌 선두 헤지펀드 출신의 금융공학 전문가와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알고리즘 기반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IM을 통해 제공한다. 

AIM은 일반인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임은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받은 투자 
자문사이며, 영국 SB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6. 04.

회사 설립

2016. 12.

한국투자증권과 시스템 연계

2017.

안드로이드 및 iOS 베타 버전 출시

2017. 04.

영국 SBC로부터 투자 유치

2017. 07.

국내 1위 투자자문사 기록(고객 수 기준)

2017. 08.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1위 달성

2018. 03.

Private WM 상품 론칭

2020. 01.

관리자산 1,000억 돌파

 제휴기관

한국투자증권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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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에임은 월가 상위 1% 투자기관 투자 철학과 노하우를 모바일 앱 서비스로 구현해 제공한다. 
사용자가 간단히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 기간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여기에 전문가 조언이 더해진 실제 투자까지 단 10분이면 충분할 만큼 편리한 사용성, 높은 안정성 덕분에 투자 
초심자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최소 300만 원으로 77개국 12,700여 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으며 위기를 감지하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문적인 관리도 진행한다. 
AIM의 경쟁력은 국내 손에 꼽히는 퀀트 투자 전문가 이 대표가 주축이 돼 개발한 알고리즘 '에스더'다. 
에스더는 시장 지수(ETF)에 투자하는 소극적(Passive) 투자 전략과 펀드 매니저가 시장 변화를 감지해 적절하게 
자산을 재배분하는 적극적(Active) 투자 전략을 융합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에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에스더 개발의 주축인 이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티그룹 퀀트 애널리스트로 입사해 100억 
달러 펀드 운용을 담당한 인물이다. 글로벌 상위 1% 퀀트 헤지펀드인 아카디안(Acadian)에서 운용 자산 800억 
달러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IM은 관리자산의 1%만 이용료로 지불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지난해 2월 정식 
앱 출시 이후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 현재 국내 최다 가입자를 보유한 핀테크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0년 들어 관리자산 1,000억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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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임스 영문명 AIMS

대표자명 임종윤 설립일자 2017. 03. 1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 4F AIMS

홈페이지 http://www.aimskr.com 이메일 contact@aimskr.com 대표번호 02-565-0540

담당자 연락처 02-565-0540 담당자 이메일 jylim@aimskr.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약관자동분석, 

보험금자동산출, 
보험금착오지급감사지원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AIMS의 창업자들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보험회사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AIMS의 팀은 10년간 보험회사의 경영혁신 업무를 
수행하며 통찰력과 문제 해결 역량, 업계 
네트워크를 가진 대표(Founder), 기획부터 
개발까지 기술을 총괄하는 CTO(Co-Founder),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개발자들과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경력을 가진 팀멤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혁신적인 보험회사들과 협업하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자동화, 오(誤)지급 탐지 및 제어 
기술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AIMS는 Autodit® 
기술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에 라이센스를 
공급하거나 구독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 03.
법인설립, 자본금 1억원
2017. 04.
보험금 자동산출 시스템 설계
2017. 06.
보험금 착오지급 자동 감사 기술 Prototype 개발
2017. 08.
보험금 착오지급 자동 감사 기술 Autodit® PoC
2017. 11.
특허 2건, 상표권 1건 출원
2017. 12.
AIMS 연구소 설립
2018. 02.
AI 활용 보험금 자동산정 및 착오지급 자동 감사 
시스템 개발
2018. 11.
IBM Watson-AIMS MOU 체결
2018. 12.
벤처기업인증
2019. 01.
AI 활용 클레임 혁신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2019. 0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Leaders Lab 선정
2019. 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Korea Fintech Week 2019 참가
2019. 06.
창업진흥원 Global Accelerating Program 2019 참가
2019. 10.
스타트업 둥지 인슈어테크랩 선발

 

 제휴기관

삼성화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에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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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AIMS는 보험회사의 클레임 업무를 혁신하는 Autodit® 기술을 공급합니다. 
Autodit®은 (1) 방대한 양의 보험약관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기술과 (2) 보험금산정 
시스템의 로직을 자동감사(audit)하는 기술, (3) 보험금 오(誤)지급건을 자동감사(audit) 기술을 포함합니다.

▶ AIMS는 Autodit® 기술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에 라이센스를 공급하거나 구독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 관리 업무, 오(誤)지급건 감사(audit)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여주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AIMS의 Autodit® 기술은 이미 몇몇 혁신적인 선도 기업에 적용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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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잇바이트 영문명 8BYTE, Inc.

대표자명 김덕상 설립일자 2014. 02. 2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8길 9, 5층

홈페이지 www.8byte.co.kr 이메일 contact@8byte.co.kr 대표번호 02-555-4086

담당자 연락처 02-555-4086 담당자 이메일 deoksang.kim@8byte.co.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 1,900만원

주요 서비스 세이프토큰, 세이프스탬프, 
세이프OTP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에잇바이트는 암호, 인증분야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1세대 핀테크 기업이다.

공인인증서, OTP를 대체하여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증 
기술을 적용한 간편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신원기반암호'(ID-based Cryptography)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세이프토큰'(웹/앱 간편인증 솔루션), 
'세이프터치'(NFC카드 인증 솔루션), 
'세이프페이'(P2P 지불·결제 솔루션), 
'세이프스템프'(전자직인 진위확인 솔루션) 
'세이프OTP'(모바일OTP) 등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금융권과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권 및 공공기관에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였다.

2014. 02. (주)에잇바이트 법인 설립
2014. 10. JB전북은행 추가인증 서비스 오픈
2015. 10. KISA핀테크 API개발 사업 수행
2015. 11. 금융보안원 보안수준진단 국내최초수행
2016. 03. 벤처기업 등록
2017. 03. KB Starters 선정(22호)
2017. 09. SK플래닛 '시럽 웰스' 간편 인증/이체 오픈
2018. 02. OSB저축은행 공인인증서대체 서비스 오픈
2018. 04. 대법원 '모바일 전자출입증' 서비스 오픈
2018. 11. KB손해보험 웹기반 공인인증서대체 오픈
2018. 12. 저축은행중앙회 및 60여개 회원사 
          통합간편인증 프로젝트 시작
2019. 01. 호원대학교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간편인증 솔루션 공급
2019. 02. 유진투자증권 간편인증 솔루션 공급
2019. 03. 하나금융투자증권 간편인증솔루션 공급
2019. 04. KB저축은행 전자직인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오픈
2019. 05. SK증권 간편인증 솔루션 공급
          (모바일OTP 적용)
2019. 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성장상 수상(금융보안원 추천)
2019. 10. 저축은행중앙회 및 67개 회원사 
         통합간편인증 서비스 오픈
2019. 11. 페퍼저축은행 사설인증솔루션 공급

 제휴기관

대법원, 웹케시피트, 유진투자증권, 이니텍, 이베스트증권, 저축은행중앙회, 케이씨에스, 페퍼저축은행, 
하나투자증권,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진정보통신, JB전북은행,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OSB저축은행, SK증권

에잇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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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에잇바이트는 공인인증 및 OTP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잇바이트가 선보인 세이프토큰은 ‘신원 기반 
공개 키 암호 기술’이 적용된 간편 인증 솔루션이다. 
에잇바이트가 개발한 신원 기반 암호 기술은 인증 솔루션의 핵심이다. 이는 개인 혹은 조직, 시스템 장치 등 
식별 가능한 대상의 공개 정보,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 도메인명, IP주소, 장치 일련번호 등을 그대로 공개 
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 암호 이론에 근거한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에 RSA 공개 키 기반 구조 암호 기술을 적용했다. 공인인증서나 OTP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저축은행, 증권사 등 여러 금융기관이 채택했다. KB저축은행의 스마트폰 뱅킹과 SK증권 ‘시럽 
웰스’에도 세이프토큰이 적용됐다. 
에잇바이트가 개발한 인증 방법인 ‘세이프 시리즈(Safe Series)’는 강력한 신원 인증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검증된 RSA(2048bits) 및 ECC(256bit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공개 키 암호의 중요한 특징인 전자서명 기능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질의 응답 방식의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안전한 키의 저장을 위해 ‘키화이트닝(Key-Whitening)’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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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엑슬란트플러스 영문명 ExlantFlus

대표자명 김대준 설립일자 2015. 02. 22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1309

홈페이지 - 이메일 junekim0@gmail.com 대표번호 010-7150-4133

담당자 연락처 010-7150-4133 담당자 이메일 junekim0@gmail.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4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엑슬란트플러스는 국내외 대기업 IT부문 다년 
근무 및 회사(S/W 개발) 운영 경험을 지닌 
경영진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설립되었다. 

엑슬란트플러스는 목소리 인식을 통한 인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특정 코드값을 서버에 
저장(해킹시 목소리 복원 불가)하여 비대면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시 보안 및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 기술로 특허 및 품질 인중기관의 테스트를 
신뢰성 98% 이상으로 통과하였다.

2015. 02.

회사 설립

3억 5천만원 투자 유치

2017. 12.

서비스 출시

국내 핀테크 기업 2곳과 제휴

1억원 투자 유치

엑슬란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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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엑슬란트플러스는 목소리 인식을 통한 인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특정 코드 값을 서버에 저장(해킹시 목소리 복원 불가)하여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금융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시 4음절에서 8음절의 단어를 선택하여 3차례 반복 녹음한 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한 코드를 서버 혹은 스마트폰 저장을 통해 등록하고, 본인 인증시 사전 등록된 단어를 본인이 
말하면 바로 인증되는 방식이다. 자필서명·안면인식 기술의 생체인증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생체 교차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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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엑심베이 영문명 Eximbay Co., Ltd.

대표자명 김준헌 설립일자 2010. 03. 09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1301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홈페이지 company.kr.net 이메일 krphrd@kr.net 대표번호 02-1566-3441

담당자 연락처 070-4044-4540 담당자 이메일 olivia@kr.net

종사자 수 49명 자본금 22억원

주요 서비스 전자결제대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엑심베이는 해외 전문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다.

국내 최초 해외 결제 전문PG사로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해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엑심베이는 2006년부터 해외결제 특화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해외결제와 관련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였으며, 전세계 해외카드 
사용량 90% 이상을 점유하는 VISA, MasterCard, 
JCB, Amex, CUP 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국가별 특화 결제서비스인 중국의 Alipay, Tenpay, 
일본의 편의점 결제 등 국내 최다 해외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006. 12. 해외결제 서비스 개시

2008. 11. 국내 최초 USD 정산지급 서비스
          (한국외환은행)

2011. 08. 국내 최초 온라인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개시

2011. 09. 국내 최초 JPY 승인/정산 지급서비스 개시

2013. 01. 국내 8개 카드사 PG계약 완료

2015. 06. O2O 기반 메신저결제, 위챗페이
          (Wechatpayment) 서비스 시작

2015. 11. 지빌링(G-Billing) 서비스 출시

2017. 02. 위챗 기반 QR코드 결제 서비스 
          '위팝(We POP)' 출시

2017. 05. 머니투데이 주관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핀테크 부문 대상 수상

2017. 05.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핀테크대상

2018. 01. G-Billing v1.0 소프트웨어품질인증

2018. 05.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핀테크대상

2019. 05.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3년연속 핀테크대상

2019. 10. NICE 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제휴기관

라인, 롯데카드, 마스터카드, 메이크샵, 비씨카드, 비자, 삼성카드, 유니온페이, 카페24, 퍼스트몰, 페이팔, 
하나카드, 한국무역협회, LGU+, JCB

엑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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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엑심베이는 다양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다. 엑심베이(EXIMBAY)는 2010년 해외결제 브랜드로 
런칭되었으며, 글로벌 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중국결제, 일본결제, 동남아결제 등 다양한 글로벌/지역 특화 결제 
수단을 서비스 중이고, 백화점, 면세점, 호텔, 편의시설, 글로벌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업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챗페이(WeChat Pay)'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 위챗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로, 편리함에 안전성까지 더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엑심베이는 2017년 위챗페이를 기반으로 QR코드 간편결제 '위팝(We POP)'을 개발해 
런칭하였다. 위팝은 중국인 고객들이 상품 대금을 지불할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지빌링(G-billing)'은 엑심베이가 자체 개발한 결제솔루션으로, 호텔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PMS솔루션인 
'오페라(Opera)'와 연계 사용이 가능한 보안성을 갖춘 결제 모듈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결제 솔루션과 달리 호텔 
내 방화벽 안에 지빌링을 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호텔이 별도의 보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접근 가능한 웹기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리성 또한 뛰어난 것이 특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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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엔에이치엔페이코 영문명 NHN PAYCO CORPORATION

대표자명 정연훈 설립일자 2017. 04.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플레이뮤지엄

홈페이지 https://www.payco.com/ 이메일 help@payco.com 대표번호 02-1544-6891

담당자 연락처 031-8038-3597 담당자 이메일 namyong.kwon@nhn.com

종사자 수 232명 자본금 65억 6,200만원

주요 서비스 전자금융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NHN PAYCO는 ‘누구나 쉽고, 어디서나 
간편하고, 언제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종합금융플랫폼 제공업체이다.

이용자의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간편송금, PAYCO포인트, 
해외결제, 포인트 전환, ATM 출금, 티머니, 
제휴계좌/카드발급, 계좌/카드 조회, 청구서, 
대출추천, 신용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맞춤 혜택(쿠폰), 
테이블 오더(PAYCO 오더), 쇼핑적립, 멤버십, 식권, 
선물하기, 매거진, 운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문인증/결제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삼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기술 실증사업자 
선정(금융분야 유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서비스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중 보안 솔루션 적용,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시간 부정거래탐지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국내∙외 최고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다.

2015. 08. PAYCO 간편결제 서비스 오픈

2016. 03. PAYCO 오프라인 결제 확대

2016. 06. 간편 송금 서비스 출시

2016. 12. 누적 거래액 1조원

2017. 02. PAYCO 포인트 런칭

2017. 04. NHNPAYCO 독립 분할

2017. 07. 누적 거래액 2조원, 월 결제액 2.4천억원 돌파

2017. 09. 기프트샵, 배달 서비스 출시

2017. 09. 1,250억원 투자 유치 (GS홈쇼핑, 
          한화인베스트먼트)

2017. 11. 구글스토어 페이코 포인트 결제 적용

2018. 03. 맞춤혜택 서비스 출시

2018. 08.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  오픈

2018. 11. 금융 서비스 오픈

2019. 05. 중금리 맞춤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금융위)

2019. 05. 마이데이터실증서비스지원사업(과기부) 
         금융 분야 사업자 선정

2019. 07. 금융상품 간편가입 지정대리인 지정(금융위)

2019. 07. 750억원 투자유치(한화생명보험, 너브)

2019. 11. PAYCO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롯데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하나카드,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KB국민카드, 
KEB하나은행,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SC제일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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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종합금융플랫폼인 PAYCO는 2015년 08월 정식 런칭 이후 지금까지 4년만에, 가입자수 1천만명, 
연간 거래액 약 5조원, 누적거래액 8조원을 넘어섰으며, 간편결제와 송금서비스 이외에도, 은행계좌 및 
카드이용내역 조회, 신용등급조회, 맞춤형 대출추천, 제휴계좌/카드발급, 청구서서비스, ATM 입∙출금, 맞춤쿠폰, 
선물하기, 쇼핑적립, 멤버쉽, 식권, 해외결제, 테이블오더(PAYCO오더), 마이데이터 등 이용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끊임없이 발표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마이데이터 기술 실증사업자(금융분야 유일)로 선정되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주체의 금융 정보 등을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하고, 수집한 본인정보를 분류·분석하여 
요약된 정보 및 상세 정보를 가시성 높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선도적인 ‘PAYCO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자, PAYCO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금융소비자 정보를 복수의 
금융기관에게 전달하여 복수의 대출 금리를 산정 받고, 이용자는 이중 가장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받아, PAYCO에서 이용자가 카드나 은행계좌 개설시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및 약 20여개의 동일한 정보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PAYCO가 보유한 
회원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도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을 2중으로 적용하여 앱의 위∙변조와 루팅된 단말기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함으로써 누구도 PAYCO앱에 침입할 수 없음을 자부하며, ISO/IEC 27001인증, ISO/IEC 
29000인증 획득을 통하여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직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발전하고 있는 PAYCO 
서비스는 간편 금융생활 종합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비금융데이터 및 PAYCO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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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엘핀 영문명 L Fin Co., Ltd.

대표자명 박영경 설립일자 2017. 01. 0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홈페이지 lfin.kr 이메일 danny.park@lfin.kr 대표번호 010-3743-6085

담당자 연락처 010-8033-3934 담당자 이메일 grace.oh@lfin.kr

종사자 수 17명 자본금 4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위치기반의 인증 서비스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주식회사 엘핀은 사용자가 위치한 이동통신기지국, 
WiFi, Beacon등의 무선인프라로부터 수신한 
고유의 위치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위치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3년차 
스타트업입니다. 

특정시각에 해당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그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었어요!"라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 
역할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 2축으로 생성되는 
패스워드를 통해 기존 OTP보다 높은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정장소에서만 서비스의 이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엘핀은 위치기반의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ODS, 아임히어, 아임히어-워크, 폴린(Pollin) 
총 4개의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활발하게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위치기반 인증 시장의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 01. 주식회사 엘핀 설립

2017. 10. 도전! K-스타트업 2017 본선 진출

2018. 04. 서울특별시 핀테크랩 보육 기업 선정

2019. 03.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1기 선정

2019. 05. 수강생 출결관리 서비스 
          "아임히어(ImHere)" 상용화

2019. 05. 외근/영업 직원의 고객사방문이력서비스 
          "아임히어-워크" 베타서비스

2019. 06. CJ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오벤터스 선정

2019. 07. DGB 금융그룹 스타트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9. 07. 금융 ODS 증권사 1개사 상용화

2019. 09. 벤처기업 인증

2019. 10. D-Camp 선발, 여의도 핀테크랩 선발 입주

2019. 11. 위치기반 투표 서비스 폴린(Pollin) 
          상용화

2019.1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오아시스 
        데모데이 최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핀테크랩, 스프링캠프, 우리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KT, LGU+, NH농협은행, 
SK텔레콤

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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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ODS(Out Door Sales)
금융 Out Door Sales는 증권사의 업무 태블릿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지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불완전판매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방지합니다. 이동통신기지국과 엘핀 고유의 
위치인증AP(Access Point)를 활용해 신호 세기를 파악합니다. 지점 안에서는 고객정보 접근과 금융상품 가입을 
허락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조회 기능을 차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업무 태블릿에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탑재해 움직이는 금융 지점(Moving Branch)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수강생 출결관리 서비스 아임히어(ImHere)
아임히어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 설치 없이도 출결 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지국 
정보와 WiFi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교육 장소가 갑자기 외부로 바뀌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설치/이전 비용 없이 여러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조작 우려도 없어 
만족스럽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도 얻습니다. 교육생도 줄을 서거나 수기로 체크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입실, 외출, 퇴실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

▶외근/영업직원의 고객사 방문이력 서비스 아임히어-워크
아임히어-Work는 해킹이 불가능한 방문이력 기록과 성과 측정을 한 번에 도와줍니다. 실내와 지하에서도 
문제없는 이동통신기지국 기반 위치정보로 외근 장소를 확인합니다. 초과근무 신청과 승인도 앱 내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단순 방문 외에도 체크리스트와 성과 설문 작성을 통해 스케쥴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합니다. 관리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트래킹 
논란’ 같은 노사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의 투표 서비스 폴린(Pollin) 
폴린은 QR코드와 링크로 투표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투표는 위치 제한 설정을 통해 등록된 
Wifi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정말 우리 행사장소에 함께하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설문과 투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귀찮게 설문 용지를 모으거나, 추첨볼을 돌려야 
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폴린은 그런 문제를 극복해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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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엠금융서비스 영문명 M financial service

대표자명 손상수 설립일자 2009. 01. 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12층

홈페이지 http://www.emfs.co.kr/ 이메일 xstarzerox@naver.com 대표번호 02-6925-1730

담당자 연락처 02-6925-1730 담당자 이메일 xstarzerox@naver.com

종사자 수 400명 자본금 17억원

주요 서비스 보험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엠금융서비스는 인생의 가치를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 고객만족, 고품격, 상생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제안 시스템을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Life Cycle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고객들과 평생 동반자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판매회사가 이루어 내지 
못한 새롭고 발전된 모습의 용기를 갖추어 나갈 것 
입니다.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상호 신뢰와 Win-Win의 
문화를 지향하며 진정한 Life Consultant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듭나겠습니다.

2008. 09. (주)우리인슈 법인설립 (충남 천안시)
2009. 01. 맨앤컴퍼니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2억원)
2012. 06. (주)위홀딩스 상호변경 (본사이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2012. 07. (주)위홀딩스 출범 / 7개 사업부 출범

(나우, 스카이, 스마트, 아이티에스, 우리
서울, 인슈, 우리리인슈) / 초대 대표이사 
홍석재 취임

2012. 10. 주식회사 한국에프피그룹 으로 사명 변경
2012. 11. 5개사업부 출범 

(맨앤컴, 서울, 에인스, 리더스,한누리)
2013. 08. 글로벌코리아 사업부 출범 (8개 사업부)
2015. 01. 영업지원관리시스템(FP Plaza system) 구축
2015. 05. 유니온 사업부 출범
2015. 12. 9개 사업부 184 지점 FC 3,400명 연매출 

/ 3,700억 달성 / 2015년 자동차보험부문 
전국 1위 / 대표이사 맹덕호, 강경돈 취임

2017. 01. 14개 사업부 확대 분할 출범 (나우, 스카이, 
아이티에스, 우리서울, 글로벌코리아, 인슈, 
월드, 세종, 미래금융, 우리인슈, 인스타, 
중부, 희망, 하나로)

2017. 07. (주)에이치비한대대상 통합 및 8번째 한백
대상사업부로 출범 / 공동 대표이사 이두연, 
손상수 취임

2017. 07. 한국FP,위홀딩스 합병 / (주)엠금융서비스로 
사명 변경 / 자본금 17억 5천 8백만

2019. 09. 대표이사 손상수 취임

 제휴기관

교보생명, 더케이손해보험,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AIA생명, D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NH농협생명

엠금융서비스



403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것보다 고객의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이 엠금융서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고객 NEEDS에 맞는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고객 뿐만 아니라 법인고객의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퇴직금 제도 정비 및 퇴직연금 
설계, 기업단체보험 설계, 보장플랜의 수립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절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4

기업명 엠로보 영문명 M-Robo

대표자명 안상선 설립일자 2016. 06. 01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주)엠로보

홈페이지 www.m-robo.co 이메일 sangsun.ahn@gmail.com 대표번호 010-9901-6139

담당자 연락처 010-9901-6139 담당자 이메일 sangsun.ahn@gmail.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3,000만원

주요 서비스
RPA 투자정보 뉴스봇, 

금융데이터분석, 
데이터전처리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M-Robo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2016년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로봇저널리즘 기술로 창업해서 이후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그리드 농업 등 다방면의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기획력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컨셉의 다수의 뉴스 봇을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5. 11. 매경미디어그룹 미디어해커톤 수상
2016. 06. 법인설립 및 투자유치 / 사외벤처로 독립
2016. 11.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API 해커톤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2016. 12. 한국임업진흥원 빅데이터 공모전 우수상 
         수상(한국임업진흥원 원장상)
2017. 02. 서강대학교 머신러닝 클러스터센터 산학
          협력 MOU체결
2017. 04. 우리은행 핀테크랩 2기 선정
2017. 06.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API 개발 사업 수주
2018. 02. 인도네시아(KEJORA VENTURES), 베트남
          (STARTUP CO-WORKING CENTER) 
          MOU체결
2018. 06.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특허청장상 수상)
2018. 08. 국민일보 뉴스봇 서비스 매출계약 체결 
          및 상용 서비스 개시
2018. 09.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2관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8. 12. 국가과학기술서비스 활용 공모전 우수상
          (NTIS원장상) 수상
2019. 02.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
2019. 06.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API 개발사업 수주
2019. 07. 전주 스마트미디어X 캠프 대상(한국방송
          통신진흥원 원장상) 수상
2019. 08. 국민일보 뉴스봇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
2019. 10.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교육 기업 
          선정 및 매출 계약 체결
2019. 12. 블라블록 데모데이 우수기업 선정
          (오픈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12.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서울시)
2019. 12. 스마트미디어X캠프 왕중왕전 우수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상) 수상

 제휴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국민일보, 매경미디어그룹, 멀티캠퍼스, 서울창업디딤터, 오픈놀, 우리은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엠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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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RPA(Robot Process Automation) 기반의 뉴스 콘텐츠 제작 솔루션으로, 현재 증권 로봇기자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서비스 중임

▶ 2) 데이터 전처리 솔루션 개발 납품 - 공공사업 입찰뉴스 및 입찰 데이터 분석 솔루션

▶ 3)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및 베타타스트 진행중(2020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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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엠마우스 영문명 emmaus

대표자명 최천욱, 김휘준 설립일자 2018. 02. 02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지니스파크c-1412

홈페이지 albawatch.net 이메일 sofb703@emmaus.biz 대표번호 02-1600-8395

담당자 연락처 02-6416-0917 담당자 이메일 sofb703@emmaus.biz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엠마우스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엠마우스의 알바워치/페이워치 서비스는 출퇴근 
인증을 통한 월급 중간정산 서비스입니다.

알바워치/페이워치 서비스는 시급제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및 출퇴근 인증을 GPS기반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근로시간 인증APP 입니다. 

최근 임금체불과 분쟁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마트 폰을 활용한 근로계약작성과 
객관적 근무시간 기록/보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알바워치/페이워치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근로시간 인증에 접목하여 매일매일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지향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직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 
성실하게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지? 
를 측정하고 일한 범위 내에서 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18. 02.
(주)엠마우스 법인설립
2018. 0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선정
2019. 01.
알바워치, 페이워치 서비스 베타오픈
2019. 02.
기업은행 드림랩 5기 선발(4,5기 연속)
2019. 03.
Sparklabs Accelerator Program 13기 선정
2019. 05.
2019코리아핀테크워크 최우수 경영혁신상수상
2019. 06.
Sparklabs Demo Day 참가
2019. 08.
매경핀테크어워드2019 최우수상수상
2019. 10.
하나은행 협약
2019. 10.
서울시 고용주,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협약
2019. 1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12.
PreA투자 유치 및 증자

 제휴기관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서울시, 하나은행

엠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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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ALBA:Watch / PAY:Watch 서비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급여일 전)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 쓸수 있는 신개념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임금체불과 노동분쟁으로부터 고용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고 하루하루 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근로자에게 급여일 전에 돈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일한 만큼에 해당하는 월급을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계약]
<1분 완성>
고용주: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형사처벌 예방
근로자: 임금관련 분쟁 시 대응자료로 활용

▶ [출퇴근 인증] 
<GPS기반 초단위 자동저장>
고용주: 부정 출퇴근 방지, 수당 및 근로시간 컨트롤 용이
근로자: 근로시간 관련 분쟁 시 대응자료로 활용

▶ [마일리지 적립]
<일한만큼 출금 가능한 마일리지 적립>
고용주: 기존대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
근로자: 필요할 때마다 내 급여에서 돈을 찾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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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엠투엠코딩 영문명 M2MCoding

대표자명 문상원 설립일자 2015. 12. 1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4길 5, 대아빌딩 9층

홈페이지 http://www.m2mi.co.kr/ 이메일 master@m2mi.co.kr 대표번호 02-538-9696

담당자 연락처 02-538-9696 담당자 이메일 master@m2mi.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IT소프트웨어개발 공급, 

금융 지원 서비스, 
비대면 키오스크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엠투엠코딩은 키오스크(Kiosk) 비대면 금융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엠투엠코딩은 기존의 대면 채널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채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사의 
옴니채널(Omni-Channel)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키오스크 채널을 개발했다.

여러 금융기관에게 비대면 실명 확인 및 무인 
자동화 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키오스크 기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2015. 12.

회사 설립

2016. 01.

비대면 본인 확인 및 본인 인증 솔루션 개발

2016. 02.

메리츠화재 비대면 실명 확인 배상 책임보험 계약 체결

2016. 06.

키오스크 기기 설치 유형별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완료

2016. 10.

저축은행 맞춤형 솔루션 개발 완료

2016. 11.

금융사와 무인 금융 자동화 기기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

2016. 12.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키오스크 기반 비대면 
금융서비스 론칭

 제휴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메리츠화재 

엠투엠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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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엠투엠코딩은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본인 실명 확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엠투엠코딩의 키오스크는 오프라인 채널의 시인성과 온라인 채널의 편의성이라는 각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했다. 키오스크는 속도, 간편성, 보안성을 앞세워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금융 상품채널에 그치지 않고 키오스크의 전국 채널망을 통해 제휴사와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엠투엠코딩의 비대면 본인 인증 솔루션은 신분증 확인, 생체 인식,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신분증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생체인식은 주민등록증상 지문 정보와 이용자 지문을 비교 대조해 본인 여부를 파악한다. 
휴대폰 인증은 이용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전송 받은 본인 인증 번호 확인을 통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실행한다. 
계좌 인증은 명의자 계좌의 정상 여부 확인 후 이용자의 소액 이체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엠투엠코딩은 복잡한 금융 업무는 물론 날씨 확인, 미아 찾기, 생활 편의 업무 등 실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를 키오스크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광고 솔루션도 제공한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키오스크의 특성에 따라 키오스크 기기 자체가 광고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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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연커뮤니케이션 영문명 YunCommunication

대표자명 옥규철 설립일자 2019. 08. 2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9 9층

홈페이지 http://www.yuncom.co.kr 이메일 yuncom77@naver.com 대표번호 051-1522-5996

담당자 연락처 051-1522-5996 담당자 이메일 yuncom77@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온라인광고,
대출중개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연커뮤니케이션은 2019년 8월 
(주)연커뮤니케이션 법인설립을 하였고,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소인 "InRap"을 
설립하였습니다. 

실시간무료홈페이지 제작 솔루션과 
대출중개플랫폼의 개발과 로컬마트플랫폼 등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2019년 9월 제3금융권 대출중개플랫폼 "대출왕" 
베타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yuncom.co.kr

기술연구소 홈페이지 : http://inrap.yuncom.co.kr

2016. 10.

연커뮤니케이션 설립

2019. 08.

(주)연커뮤니케이션 법인 설립

2019. 09.

대한민국 최초 대출중개플랫폼 "대출왕" 베타 서비스 런칭

2019. 10.

(주)대출왕대부중개플랫폼 법인 설립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연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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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대한민국 최초 대출중개플랫폼 대출왕서비스는 제 3금융권인 대부업체 전용 대출중개플랫폼입니다.
전국 9800개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출고객의 정보만으로 최적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비교분석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생성하고 대출평가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조건에 만족하는 대출고객을 
매치하는 "스마트매치" 시스템과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검색" 시스템, 
대출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홍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를 위해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실시간으로 제작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http://www.loanking.co.kr
http://www.loan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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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예스스탁 영문명 YesStock Inc.

대표자명 독고 준 설립일자 1991. 10. 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6길 8 5,6층 예스스탁

홈페이지 www.yesstock.com 이메일 webmaster@yesstock.com 대표번호 02-3453-1060

담당자 연락처 02-3453-1060 담당자 이메일 webmaster@yesstock.com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7억 7,000만원

주요 서비스 주식 자동 매매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예스스탁은 주식, 선물, 옵션 및 금융 상품 
트레이딩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로, 삼성전자의 
증권 투자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주축이 되어 
1991년 설립된 씨딕 컴퓨터가 모태다.

국내 처음으로 자동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 
트레이딩 솔루션인 ‘예스 트레이더’ 서비스를 
선보였다.

1991. 10.

씨딕컴퓨터 설립

1992. 04.

한국은행 국고 관리 시스템 개발

2000. 04.

예스스탁으로 사명 변경

2004. 10.

자회사 예스투자자문 설립

2007. 04.

리딩투자증권–HTS(리딩 스타 플러스) 개발 운영

2010. 09.

NH선물, 현대선물, 한국투자증권 등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2012. 01.

중국 중기선물 예스트레이더 서비스 개시

2014. 08.

현대선물 ‘현대 예스트레이더’ 서비스 개시

2019. 11.

eBest투자증권 예스트레이더 서비스 개시

 제휴기관

유진투자선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선물, eBest투자증권, NH선물, NH투자증권

예스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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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예스스탁은 트레이드 솔루션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스스탁이 내놓은 ‘예스트레이더’는 주식, 선물, 옵션
거래를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2000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의 주요 증권사와 선물사에 
서비스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선물사에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한 매매 전략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신 예스트레이더 4.0 
버전은 차트 기능이 강화되었고, 랭귀지 함수가 추가됐다. 데이터 로컬 관리 기능이 제공되며, 스폿 트레이딩 
기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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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오스랩스 영문명 AuthLabs Co., Ltd.

대표자명 강병훈 설립일자 2013. 03. 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연구개발타워 1115호 (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

홈페이지 http://www.authlabs.co.kr/ 이메일 authism@authlabs.co.kr 대표번호 02-6339-1477

담당자 연락처 02-6339-1477 담당자 이메일 authism@authlabs.co.kr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5억 7,000만원

주요 서비스 정보가상화기반 보안/인증 
융합플랫폼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오스랩스는 대표적 보안·인증 전문기업 출신의 
공인인증, 본인확인, 전자문서유통 및 계정관리 등 
최고의 경력을 지닌 보안·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개발 전문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랩스는 보안/방어 등 보호기반의 공급자주도 
인증에서 사용/편의 등 사용기반 사용자주도 인증 
방식으로 보안·인증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스랩스는 정보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인증플랫폼(AuthCode)을 제공한다.

2013. 03. (주)오스랩스 설립

2013. 10. 가상비밀번호(Virtual Pass) 솔루션 출시

2014. 08. 정보가상화 인증(AuthCode) 솔루션 출시

2014. 10. 정보가상화기반 매체분리인증(AuthOTP) 
솔루션 출시

2015. 01. 벤처기업확인 (제 20150100030 호 / 
기술평가보증기업)

2016. 01. 베스트벨류 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

2016. 05. 정보가상화기반 간편로그인(AuthID) 솔루션 
출시

2017. 08. 정보가상화기반 전자서명(AuthSIGN) 솔루션 
출시

2017. 11. 정보가상화기반 간편인증수단(AuthTL) 솔루션 
출시

2018. 05. 정보가상화기반 간편로그인(AuthON) 솔루션 
출시

2018. 06. 투자유치 (7.5억)

2018. 12. 2018 인터넷 에코어워드 기술혁신대상 수상

2019. 06. 서울형 강소기업 지정

2019. 07. 기술신용평가 (TCB : T4 - 한국기업데이터)

2019. 11. 2019 한중기술혁신기업경진대회 입선

 제휴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라온시큐어, 미래에셋대우, 병무청,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이니텍, IBK저축은행, KT, 
NH농협은행

오스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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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간편인증수단, 간편로온, 통합인증(사용자, 본인확인, 기기, 거래), 전자서명/암호화 그리고 정보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가상화 기술 기반의 인증&보안&정보유통 기능을 제공하는 융합인증플랫폼을 제공한다.

▶ [제품]
AuthTL
 : 최다 간편인증수단 제공 (기본인증수단-핀/패턴/NFC/지문 + 멀티패턴/모션코드 등)
AuthON
 : 운영체제 로그온(자동/수동/위임/승인) & 멀티 로그인(외부 제품 연동) 제공
AuthID
 : 웹/CS(게임, 메신저, 인트라넷 등)의 간편로그인 제공 및 사용자 중심 SSO 기능 제공
AuthSIGN
 :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전자서명 & 암호화된 정보를 Any Device to Any Device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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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오케이코인코리아 영문명 OKCoin Korea

대표자명 조정환 설립일자 2017. 09. 0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아가방앤컴퍼니 13층

홈페이지 https://okex.co.kr 이메일 help@okex.co.kr 대표번호 02-555-5121

담당자 연락처 02-555-5116 담당자 이메일 taeyoo.kim@okex.co.kr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20억원

주요 서비스 디지털자산 거래 
중개 서비스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OKEx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100여개 국가의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량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OKEx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수백여 개의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페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거래 
환경을 조성했으며, 글로벌 트레이더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한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NHN의 투자회사인 NHN Investment 
Partners의 재무적 투자를 받아 2017년에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OKEx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19년 OKEx Korea 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OKEx Korea는 글로벌 금융, IT 기업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KEx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프로젝트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OKEx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 09.

(주)오케이코인코리아 창립

2018. 04.

베타(Beta) 서비스 시작

2018. 06.

리서치 보고서 발행 (블록체인 산업 주간/월간 보고서)

2018. 07.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심사 통과

2018. 09.

안드로이드 & iOS 앱 출시

2019. 01.

블록체인 평창포럼 2019, 공식 협력사 선정

2019. 06.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 정식 서비스 시작

2019. 10.

OK에이전트(OK Agent) 프로그램 출시

 제휴기관

오케이이엑스, NHN 인베스트먼트

오케이코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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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주요 사업 분야]
1.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거래 플랫폼
2.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프로젝트 육성
3. 오케이체인(OKChain): 퍼블릭 체인 및 프로토콜 프로젝트

▶ [보유기술]
1. 네트워크와 완전 분리된 프라이빗 키 보관 및 관리 시스템
2. 주문 매칭 엔진 시스템
3. HFT(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거래) 주문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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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올링크 영문명 allink

대표자명 김경동 설립일자 2019. 10. 01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핀테크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ith-alink.com 이메일 kd.kim@with-alink.com 대표번호 010-8919-8321

담당자 연락처 010-8919-8321 담당자 이메일 kd.kim@with-alink.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오프라인 인프라 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올링크는 온라인 결제서비스 및 O2O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진출 시 필요한 오프라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의 오프라인 진출이 
과속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10.

올링크 설립

2019. 10.

나이스 정보통신과 제휴 계약 체결

2019. 10.

오투오시스와 제휴 계약 체결

2019. 11.

핀테크기술지원센터 입주

2019. 11.

충남대학교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2019. 11.

단국대학교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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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증가하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및 O2O서비스의 오프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오프라인 인프라 
솔루션으로써, NFC Tag를 이용해 기존의 NFC리더기보다 낮은 비용을 제공하고, QR보다는 터치UX를 제공함에 
따른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기업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터치UX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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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옵타움플랫폼 영문명 OPTATUMPLATFORM

대표자명 김병규 설립일자 2018. 10. 22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6, 2층 (화인빌딩)

홈페이지 http://www.optatumplat 
form.com/ 이메일 msupport@optatumplat 

form.com 대표번호 070-4465-1104

담당자 연락처 070-4465-1104 담당자 이메일 insik2220@optatumplatform.com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13억원

주요 서비스 전자결재대행, PG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옵타움플랫폼 SLOGAN
우리의 소망을 디자인하라.
‘Design our desires’

VISION
FinTech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여 사람의 
소망을 이루는 기업

LOGO
역법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라 첨성대를 
이미지화 하여 인간, 가치, 소망을 표현

CORER VALUE
사람, 가치, 소망, 신뢰, 창조

2018. 10.

설립일

 제휴기관

옵타움플랫폼

옵타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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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미 많은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경쟁사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옵타움플랫폼이 
기존 가맹점에게 메리트를 부여하고 가맹점을 신규가맹하거나 가맹점을 흡수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시장의 상황에 중점서비스 안정화를 통하여 단순히 전자결제대행사가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신사업 서비스를 구축하여 확장하고 진화해나가는 기술기반의 PG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결제서비스, 선불 충전형 구매 등 신규서비스 시장형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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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와디즈 영문명 Wadiz Co., Ltd.

대표자명 신혜성 설립일자 2012. 05.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4층

홈페이지 www.wadiz.kr 이메일 info@wadiz.kr 대표번호 031-1661-9056

담당자 연락처 010-9673-1480 담당자 이메일 daekyun.kim@wadiz.kr

종사자 수 193명 자본금 11억 7,600만원

주요 서비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와디즈는 2012년 5월 기존 금융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시작했다. 

2013년 리워드형(보상형)을 시작으로 2016년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추가로 진행하며 
2019년 12월 현재까지 13,000여개의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관련 프로젝트에 누적펀딩액 2,300억원을 
성사시키며 민간자금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전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면서 대중인 소비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험자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2. 05.

회사 설립

2014. 01.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오픈

2016. 01.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국내 1호 라이선스 등록 및 서
비스 개시

2017. 09.

신한은행 등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2018. 01.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술 우수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
딩 활성화 협력

2018. 12.

누적펀딩액 1,000억원 돌파

2019. 05.

네오플럭스 등 시리즈C 투자유치 (310억원)

2019. 06.

2019 대한민국 창업대상 국무총리 단체표창

2019. 08.

누적프로젝트 오픈건수 1만건 돌파

2019. 10.

누적펀딩액 2,000억원 돌파

2019. 10.

2019 레드헤링 아시아 100대 기업 선정

 제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한금융투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KB국민카드, NH투자증권, SBC청년창업사관학교

와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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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와디즈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돌려주는 
리워드형(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여, 이에 대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이자를 공유받는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영역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는 와디즈 리테일, 메이커들의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돕는 와디즈 트레이더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직접 투자하는 와디즈 벤처스 등을 추진하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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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와이어바알리 영문명 WIREBARLEY CORP

대표자명 유중원 설립일자 2016. 03. 1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901호

홈페이지 www.wirebarley.com 이메일 biz@wirebarley.com 대표번호 070-5118-3777

담당자 연락처 010-7121-7071 담당자 이메일 youngji.kim@wirebarley.com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4억 8,900만원

주요 서비스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와이어바알리는 해외 소액 송금 전문 업체다.

2016년 3월 설립된 와이어바알리는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및 가족이 
본국에 더 편하고 저렴하고 빠르게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의 해외송금서비스는 일과시간 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기존의 송금서비스와는 
달리 비대면 실명인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 24시간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베트남, 필리핀, 
네팔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보안/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송금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 
구축하여 저렴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송금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2016. 03. 회사 설립

2016. 10. 호주 법인 설립

2017. 02. 해외 송금 웹 서비스, iOS 및 안드로이드 
         앱 개발 완료

2017. 04. 호주 법인 베트남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7. 06. 호주 법인 필리핀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8. 03. 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센스 취득

2018. 05. 호주, 한국 구간 해외송금 개발 완료 및 
         서비스 런칭

2018. 11. 40억 투자유치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동문파트너즈, KB인베스트먼트)

2019. 01. 한국, 호주 법인 인도네시아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1. 한국, 호주 법인 중국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2. 한국, 호주 법인 말레이시아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2. 한국, 호주 법인 싱가포르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4. 영국, 독일, 프랑스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5. 미국향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7. 일본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08. 홍콩법인 송금 라이선스 취득

2019. 10. 홍콩, 방글라데시 구간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2019. 11. 신세계 I&C 송금 제휴 사업 서비스 개시

2020. 01. 삼성증권 송금 제휴 사업 서비스 개시 
          (예정)

 제휴기관

동문파트너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신세계아이앤씨, KB인베스트먼트

와이어바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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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와이어바알리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대부분 구간에서 은행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와이어바알리는 호주, 뉴질랜드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한국을 비롯,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outbound 송금 구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에 비해 총비용으로 약 70% 저렴한 수수료 및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수 분에서 
최대 1~2일내 신속하게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
모바일앱(안드로이드, iOS) 및 PC/모바일 웹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성 및 분산화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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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와이온 영문명 WION

대표자명 이수호 설립일자 2006. 08. 0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빌딩 4층

홈페이지 wion.co.kr 이메일 cyasia@wion.co.kr 대표번호 070-8672-3947

담당자 연락처 010-6623-5218 담당자 이메일 cyasia@wion.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6억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결제, BLE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와이온은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다.

와이온에서 개발한 윙 페이(WING Pay)는 스마트 
결제를 위한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신용카드나 근거리 무선통신(NFC) 같은 접촉식 
결제 수단이 아닌 고객 인식 및 좌석에서의 결제를 
지원하는 비접촉 상황 인지 결제 시스템 
플랫폼이다.

와이온의 플랫폼은 SK텔레콤의 T페이(T Pay)에 
적용, 전국 3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시범 서비스 및 
상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06. 08.

회사 설립

2008. 02.

관광 다국어 시스템 STMS 개발, 키오스크 안내 
시스템 ASP 구축

2013. 11.

인천아시안게임 무인 발권기 개발 설계

2014. 05.

롯데리아 무인 KIOSK 프로토타입 개발 구축

2015. 12.

BLE 전자카드 개발

2016. 03.

SK텔레콤과 T페이(T pay) 서비스 론칭 및 운영

2017. 06.

핀넷(인도네시아) 키오스크 휴대폰 요금 탑업 서비스 구축

2018. 03.

인도네시아 텔콤셀(FINNET) 결제충전 키오스크 
시범서비스

2018. 09.

필리핀 유니온뱅크와 업무제휴 (무선프린터페이)

2019. 03.

필리핀 유니온뱅크와 블록체인결제협력 NDA

 제휴기관

신용보증기금, Alfamart, DOKU, Finnet, Inquirer, SK텔레콤

와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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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와이온은 지급결제 플랫폼 제공 업체다. 와이온에서 선보인 윙 페이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저전력 블루투스(BLE) 
동글이 장착되는 POS 간 암호화 통신을 이용한 무선 결제 시스템이다. 전화번호 및 회원 정보를 통해 매장에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한다.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고 결제하는 핸즈프리 결제, 좌석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좌석(Sit-in) 결제 등을 지원한다. 기존 
POS 시스템, 모바일 POS, 키오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지급결제 기능을 접목할 수 있다. 
와이카드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칩셋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키패드 등을 내장한 전자카드다. 총 20장 정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멤버십 카드, 교통카드를 통합 내장해 하나의 통합 전자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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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와이즈케어 영문명 Wisecare

대표자명 송형석 설립일자 2009. 03. 1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509호

홈페이지 www.wisecare.co.kr 이메일 wisecare@wisecare.co.kr 대표번호 1577-2596

담당자 연락처 1577-2596 담당자 이메일 wisecare@wisecare.co.kr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결제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와이즈케어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사업자다.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인 ‘스마트페이’, 분납 
결제 서비스인 ‘와이즈플랜’,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와튼페이’ 등을 병의원과 법인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2016년 KB금융지주로부터 핀테크 유망 업체로 
인정받아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와이즈케어는 2017년 1월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인 KSM(KRX Startup Market)에 
등록되었으며, 2018년 11월 카카오페이와 
제휴협약을 맺었다.

2007. 11.

하나금융그룹과 공동 사업 개시

2011. 01.

SK브로드밴드에 와이즈플랜 디바이스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2012. 01.

현대카드 와이즈플랜 서비스 개시

2012. 06.

삼성카드와 제휴 체결

2014. 12.

판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R&BD 
지원사업자로 선정

2016. 01.

KB금융지주로부터 핀테크 유망 업체 지분투자 유치

2017. 01.

한국거래소 KSM(KRX Startup Market)에 등록

 제휴기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와이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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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와이즈케어는 PG 사업자로 다양한 유형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즈케어가 내놓은 '스마트페이BIZ' 서비스는 매출증대와 미수금 감소를 위한 간편결제 솔루션이다. 가맹점이 
도입 시, 카드 단말기 없이 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별/지사별 매출 간편 확인이 가능하다. 출장이 잦은 경우 밖에서도 모바일로 쉽게 매출 조회가 가능하며, 
최대 36개월 무이자할부로 장기미수금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페이BIZ는 기업에서 활용하기 용이하게끔 개발되었으며, 특히 외근직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스마트페이 본연의 무이자할부 결제 기능까지 탑재하여, 미수금 해결에 탁월한 서비스이다. 
대면결제부터 비대면결제까지 모든 결제가 가능한 통합결제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업체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고객센터로 가입신청시 간단하게 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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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와이폴라리스 영문명 ypolaris

대표자명 김승연 설립일자 2019. 05. 02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홈페이지 www.ypolaris.com 이메일 ksy.ceo@ypolaris.com 대표번호 010-6359-3277

담당자 연락처 010-9469-8905 담당자 이메일 ksy.ceo@ypolaris.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무인점포 솔루션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와이폴라리스는 소매점 무인점포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장의 인적자원 활용의 고효율화, 매출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를 제시합니다.

IoT, 딥러닝, 포스시스템 등을 이용한 
솔루션/플랫폼을 구축하여, 새로운 쇼핑 트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편 및 자동 결제를 통한 쇼핑 절차를 
간소화하고, 쇼핑 연계 핀테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무인점포를 통한 즐거운 쇼핑을 지향합니다.

2019. 05.

설립

 제휴기관

향후유치(은행권, 모바일결제, 유통업체)

와이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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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매장에서 쇼핑할 때, 캐셔를 거치지 않고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계산을 위하여 줄서는 불편함을 없애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적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한 매장 관리 솔루션과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불필요 요소를 제거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IoT, 딥러닝, 핀테크 
등 기술기반으로 정확성, 수익성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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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우디 영문명 ooddy

대표자명 권봉균 설립일자 2015. 09. 1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 한국휴렛팩커드빌딩 6층

홈페이지 http://ooddy.net 이메일 info@ooddy.net 대표번호 02-3462-2213

담당자 연락처 02-3462-2213 담당자 이메일 info@ooddy.net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억 6,200만원

주요 서비스 무인 환전/잔돈적립 
서비스, 환전/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우디는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3기, 서울시 핀테크랩 2기에 소속된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디지털금융과 아날로그 금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핀테크플랫폼 사업자"의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최초 QR코드 기반의 잔돈적립 
핀테크서비스 사업자를 시작으로, 1대의 
키오스크에서 외화 환전과 적립이 가능한 최초의 
무인환전 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국내/외 잔돈적립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무인환전서비스는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 테스트 후 2020년 1월 상용출시 예정입니다. 

당사는 버디코인 서비스를 통해 사회/가정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전 재발행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액 기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 09.
회사 설립
2017.
차세대 ICT융합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2017.
창업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선정
2017.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2018.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201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2018.
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3기 선정
2019. 05.
CBA벤처스_베트남 진출 MOU 체결
2019. 06.
MOIBA_베트남 신시장개척지원사업 선정
2019. 07.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7월의 모바일 서비스 선정
2019. 09.
서울시 핀테크랩 2기 선정
2019. 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9. 12.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 선정

 제휴기관

서울시, 핀테크지원센터, KB은행, SK텔레콤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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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어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환전/잔돈적립 서비스인 "버디코인"을 통하여 "외화/잔돈관리 
에코플랫폼"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디코인" 서비스는 해외 여행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접근이 용이한 키오스크에서 신청한 외화를 수령하는 무인 환전 서비스와, 여행 후 남은 외국 
잔돈과 방치되는 국내 잔돈을 적립한 후 디지털상품권, 제휴사포인트, 재환전, 현금 출금 등으로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잔돈적립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공유플랫폼사용료, 제휴상품판매수수료, 제휴포인트전환수수료 등의 서비스 운영 수익모델과 함께 기기 수출 및 
기술로얄티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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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원랩 영문명 WONLAB

대표자명 김원상 설립일자 2015. 10. 1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15, 3층

홈페이지 www.wonlab.com 이메일 thkim@wonlab.com 대표번호 02-2038-8584

담당자 연락처 010-3179-7533 담당자 이메일 thkim@winlab.com

종사자 수 18명 자본금 4억 400만원

주요 서비스
부동산 플랫폼 사업 및 

자산관리 앱서비스 
(출시예정)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원랩은 부동산 플랫폼 사업 및 임대인 자산관리 
서비스(오프라인)[앱서비스 출시 예정]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이다.

2005년 10월 더원빌딩연구소(주) 설립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년 6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하였고, 2018년 6월 사명을 
(주)원랩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WCD)을 기반으로 중개 및 
컨설팅수수료 발생분에 대한 시스템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으며, 임대인 자산관리서비스 앱 개발 
및 서비스(2020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 10. 발기설립
          (서울 강남구 논현로105길13, 지하1층)

2016. 12. 대표이사 변경(오동협->김원상)

2016. 12. 유상증자(10,000주[50백만원]->16,000주
          [80백만원])

2017. 01. 주소이전(서울 강남구 논현로151길11, 5층
          [신사동])

2017. 0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중소기업청장)

2017. 06.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 12. 유상증자(16,000주[80백만원]->76,000주
          [380백만원])

2018. 03. 유상증자(76,000주[380백만원]->80,800주
          [404백만원])

2018. 06. 상호변경(더원빌딩연구소(주)->(주)원랩)

2018. 06. 주소이전(서울 강남구 논현로151길15, 3층
          [신사동])

2019. 01.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2019. 08.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공간정보산업진흥원,빅밸류))

2020. 03. 자산관리서비스(앱) 출시 예정

 제휴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김원식법무사, 더블유원빌딩컨설팅, 법무법인남산, 빅밸류, 예종세무법인, 우리은행, 
원빌딩부동산중개, 조이위드, 태성회계법인, 한경닷컴, KB국민은행, SNC건축사사무소

원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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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원랩은 20만 건의 빌딩 빅데이터와 건물 실매물 및 매매사례 약 8만 건, 공실자료 약 12만 건을 보유한 
WCD(Won Consulting Database system)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시스템(WCD)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리 
서비스(중개인)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일반 사용자)로 시스템사용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랩은 2020년(예정)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앱 출시를 목표로 기존 경쟁 임대관리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금융/비금융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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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원투씨엠 영문명 12CM, Inc.

대표자명 한정균 설립일자 2013. 03. 0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A동 5층

홈페이지 www.12cm.co.kr/ko/12cm 이메일 service@12cm.co.kr 대표번호 070-7018-9433

담당자 연락처 070-7018-9179 담당자 이메일 mr@12cmglobal.com

종사자 수 78명 자본금 2억 4,300만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스탬프, 

Cross-border payment, 
O2O Fintech service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원투씨엠은 스마트폰에서 인증 가능한 스템프 
기술을 기반으로 로열티 마케팅, 모바일 바우쳐 등 
다양한 모바일 지불·결제 사업을 제휴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기업이다.

원투씨엠의 'echoss' 플랫폼은 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오프라인과 연결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choss' 플랫폼을 바탕으로 멤버십, 
프로모션,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유성의 서비스로 
O2O 서비스를 응용·확산하고 있다.

사업을 국내외 파트너사와 함께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하여 
4개의 해외법인과 2개의 JV를 통해 22개국 53개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 03. 원투씨엠 주식회사 설립

2013. Echoss Stamp 상용화 및 "Echoss" 브랜드 출시

2014. 원투씨엠 Japan 설립

2014. 1차 투자유치

2015. 원투씨엠 Taiwan 설립

2015. KEB 하나은행과 핀테크 업무 협약 체결

2015. 2차 투자유치

2016. 원투씨엠 China 설립

2016. 올해 주목할 핀테크 기업 7 선정

2016.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 300개에 선정

2016. 3차 투자유치

2017. 원투씨엠 Global 설립

2017. 원투씨엠 Spain 법인 설립

2017.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서비스 오픈

2018. 미국 Joint Venture 설립

2018.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서비스 오픈

2018. 4차 투자유치

2018. DGB 금융그룹 "플랫폼 및 핀테크 경진대회" 
      기술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9. Echoss Fintech 상용화

2019.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KT, Navyzebra, NESIC, SKT, Tencent

원투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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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원투씨엠은 스마트 스탬프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기술 업체다. 
원투씨엠은 스마트폰에 도장을 찍는 ‘에코스(Echoss)’ 서비스를 내놨다. 도장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스마트폰에서 
결제, 적립, 쿠폰 발생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코스 플랫폼(Echoss Platform)은 현장 비치용 
물리적 스탬프, 인증 센터, 정보 센터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에코스 스탬프의 스마트폰 터치 화면을 
통해 정보가 입력되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 서비스가 적용된다. 에코스 스탬프에 등록된 멀티터치 점의 
구성 방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받아 스탬프 고유의 정보를 인증한다. 에코스 인증 센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되는 스탬프의 고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다. 에코스 정보 센터는 강력한 보안 및 사기방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원투씨엠은 국내에서는 상점 대상 마케팅 서비스, 지불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브로드밴드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해외 
파트너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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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웨이커스 영문명 wakers Inc.

대표자명 전충광 설립일자 2018. 01. 11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아산관 608호

홈페이지 www.hiwakers.com 이메일 keyper@doorkeyper.com 대표번호 010-9592-5575

담당자 연락처 010-9592-5575 담당자 이메일 kikikong2@naver.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홈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웨이커스는 쉬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장에 특화된 스마트홈 기기인 '스위치봇'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호주 시장에 특화된 
스마트도어락 '키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보안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8. 01.

법인설립

2018. 06.

부산대표창업기업 선정

2019. 09.

wonder labs Inc.의 스위치봇 국내 총판계약 체결

2019. 09.

OPPA STUDIO 마케팅 MOU 체결

 제휴기관

부산광역시

웨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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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스위치봇 
1) 미국/일본에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제품 
2) 버튼 및 스위치를 간단하게 IoT화 시키는 기기 
3) 자사는 국내 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올 하반기 출시 예정 

▶ 2. 키퍼 
1) 호주시장에 특화된 스마트도어락 
2) D.I.Y / 문에 손상없는 설치 /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 등 경쟁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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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웰그램 영문명 Welgram Co., Ltd.

대표자명 이길웅 설립일자 2015. 12. 3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911호

홈페이지 www.welgram.com 이메일 invest@welgram.com 대표번호 02-2654-0010

담당자 연락처 010-8964-5653 담당자 이메일 aramis@welgram.com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보험비교 플랫폼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웰그램은 2015년 12월 삼성생명 인피언컨설팅(주)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인슈어테크 기업이다.

수년간 수많은 보험 시스템 구축과 운영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과 동시에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판매 플랫폼을 수주 
및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및 보험상품개발, 플랫폼 
구축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최초 설립 목표였던 
온라인에서 시판중인 국내 모든 보험상품간의 
비교플랫폼 개발을 시작하였다. 

웰그램은 각 보험사에 흩어져있는 상품정보는 물론 
각종 기관 및 협회, 통계청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누잘지수”라는 자체 분석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고객입장에서 가장 좋은 보험을 선별하고 
KCD 한국질병코드와 보험사의 약관을 대조, 각 
사의 보험상품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어떤 질병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였다.

소비자가 최종 선택한 보험을 자사의 훈련받은 
가입담당 직원을 통해 최종 청약까지 완료시키는 
O2O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축적된 
통합보험상품데이터를 판매하는 데이터사업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12.
금융, 보험 핀테크 전문기업 (주) 웰그램 설립
2016. 08.
벤처기업 인증획득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2016. 09.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홈쇼핑 방송을 실시간 보조하는 방법”, “위치기반 
서비스에 기반한 신용카드 고객 마케팅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2017.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1.
한화 Dreamplus63 핀테크 지원센터 3기 선정 및 입주
2019. 02.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생명) Seed 투자 유치
2019. 03.
“전자계약 서류를 위한 전자서명방법” 특허 등록 
(특허 제 10-1960484호)
2019. 03.
신용보증기금 보증기업 선정(서부 스타트업 지점)
2019. 10.
빅데이터기반 국내 최초의 보험 플랫폼 
“누가누가 잘하나” MVP모델 개발 및 오픈
2019. 10.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19. 11.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POSCO IMP) 
파이널라운드 최종 10개사 선정

 제휴기관

하나생명, KEB하나은행

웰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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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웰그램의 보험비교 플랫폼인 NUZAL "누가누가 잘하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각 보험사 공시실에 흩어져 
있는 상품정보 및 각종 기관 및 협회,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합한 “NUZAL 지수"라는 자체 분석지수를 통해 
가장 좋은 보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선별된 보험을 대상으로 KCD 한국질병코드와 보험사의 약관을 대조하여 각 보험사 상품이 어떤 질병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하는지 세분화 된 비교 데이터로 제공하며 소비자로부터 선택된 보험을 자사의 가입담당직원을 
통해 최종 청약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2. 주요 고객
* 온라인에서 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려는 20~40대 보험고객
* 타사 상품과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빅데이터가 필요한 보험사 
* 플랫폼에서 보험관련 콘텐츠 및 보험가입서비스를 도입하려는 플랫폼
* 보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한 정부기관

▶ 3. 팀역량
20여 년간 함께 해 온 보험IT 전문가들이 새롭게 인슈어테크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만든 회사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보험 IT산업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비교 플랫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구현된 플랫폼은 각 보험사 현업 및 GA 등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 4. 목표시장 내 경쟁우위
전 보험사 상품정보 및 관련 통계정보를 웰그램만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통합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보험을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비교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 된 서비스를 갖춘 공정한 보험비교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한다. 목표시장내에서 현재 보험 시장내의 경쟁사 대비하여 데이터 통합 능력과 
상품분석 능력을 가진 플랫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며, 이를 통한 보험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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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웰스가이드 영문명 WealthGuide Co., Ltd.

대표자명 배현기 설립일자 2019. 06. 0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12층 1210호

홈페이지 www.wealthguide.co.kr 이메일 contact@wealthguide.co.kr 대표번호 02-6105-1148

담당자 연락처 02-6105-7748 담당자 이메일 jayjeong@wealthguide.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9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
관리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웰스가이드는 '좋은 사회를 위한 금융(finance 
for good society)'이라는 미션 하에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재무동반자이다. 

고객의 경제문제 중에 특히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모바일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연금계좌 
정보를 모아서(Aggregate), 분석하고(Analyze), 
자문하며(Advise), 실행(Action)하도록 하는 4A 
서비스로서, 2016년 2월 특허 등록한 온라인 
자산설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9년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모바일 앱 개발 후 일정 기간 테스트를 거쳐 
2020년 5월 이내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2019. 06.

설립

2019. 08.

온라인 자산설계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이재원을 흡수합병

2019. 1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12.

모바일 연금자산관리 파일럿 테스트 예정

2020. 05.

모바일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오픈 예정

 제휴기관

금융사 제휴 추진 중

웰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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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예정)자를 대상으로 
1)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 생성, 인생설계 실행 
2)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장기자산배분안 도출
3) 장기자산배분안에 기초한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제공
4) 연금 운용 변경, 해지, 이전, 추가 납입 등 자문 
5) 은퇴자금준비율 및 생애현금흐름 등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통해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분야 상품만 자문할 수 있으나, 웰스가이드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금융투자분야 연금 상품 뿐 아니라 보험분야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연금 상품을 통합해 분석하고 설계, 자문할 수 있어서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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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웹케시 영문명 Webcash Co., Ltd.

대표자명 윤완수 설립일자 1999. 07. 0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20층

홈페이지 www.webcash.co.kr 이메일 webcash@webcash.co.kr 대표번호 02-784-1690

담당자 연락처 02-3779-9088 담당자 이메일 ideajjang@webcash.co.kr

종사자 수 202명 자본금 28억 1,500만원

주요 서비스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웹케시는 금융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1999년 7월 동남은행 출신 전문가들이 설립한 
웹케시는 금융 분야에서 수많은 ‘최초’ 서비스를 
선보여왔다.

2015년 2월 업계 처음으로 기업 간(B2B) 
핀테크연구센터를 설립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핀테크 전략 수립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금융 분야 오픈 플랫폼을 출시하여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간 융합의 장을 마련했다.

웹케시는 중국, 캄보디아, 일본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1999. 07.

회사 설립

2000. 04.

국내 최초 편의점 ATM 서비스 오픈 및 국내 최초 
가상계좌 서비스 오픈

2001. 04.

국내 최초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오픈

2006. 07.

국내 최초 ‘초대 기업 디지털자금관리 
(In-House Bank)’ 서비스 개시

2013. 08.

캄보디아 HRD센터 오픈, 캄보디아 WING사와 
양해각서 체결

2017. 02.

IBK모바일 자금관리 출시, KT & 웹케시 
금융보안데이터센터 론칭

2018. 09.

일본기업 대상으로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출시

2019.

클라우드서비스 출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제휴기관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CitiBank,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tandard Chartered

웹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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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웹케시는 기업 간(B2B)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용 경리 소프트웨어인 ‘SERP’는 경리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처, 매입, 금융, 보고서 
기능 등 모든 경리 회계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 및 대기업 자금 소프트웨어인 
‘브랜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 내부 시스템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 재경 소프트웨어인 ‘인하우스’는 은행의 뱅킹 시스템, 대외 시스템(증권사, 금융기관, VAN 등)과 연동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 오픈 API 플랫폼은 출금 이체, 입금 이체, 카드 내역 
조회 등의 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API가 갖춰져 있으며, 핀테크 기업은 해당 API를 활용해 금융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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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닝아이 영문명 winningi

대표자명 정우영 설립일자 2015. 10. 2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층 115호 (여의도동, 한국휴렛팩커드빌딩)

홈페이지 www.winningi.com 이메일 winningi@winnningi.com 대표번호 070-7700-3525

담당자 연락처 070-7700-3525 담당자 이메일 kevinkim@winningi.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비접촉 지문인식, 비접촉 
장문인식, 핀테크 보안, 

생체인식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위닝아이는 모바일용 비접촉 생체인식(손바닥, 
지문)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및 바이오전자서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보안인증 전문개발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타입의 바이오인증수단을 
금융결제원과 공동개발하여 2018년 5월 상용화에 
성공, 제1금융사를 시작으로 보험사와 증권사에 
공급하였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인증공동앱 
서비스에 자사 솔루션인 “손바닥인증-AEROX 
PalmID V3.0”을 공급하여, 연간 사용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작년 7월부터 
KDB산업은행, 전북은행, 한화손해보험, 
신영증권에서 운용 중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닝아이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인도네시아(PT. RUPI Digital Indonesia), 
베트남(VNPAY JSC) 기업과 MOU 협약과 동시에 
SDK 라이센스 계약을 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5. 10. 회사 설립

2015. 11. KEB하나은행 “비접촉 지문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서비스＂공동개발 업무협약

2016. 03. 특허등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접촉식 
지문인식방법“, PCT 출원

2016. 11. 외교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얼굴/지문인식 서버) 유지보수 계약

2016. 12. 한컴시큐어(한컴그룹 자회사) 국내 총판 
계약(AEROX SDK v2.0)

2017. 05. 금융보안원 “비접촉 장문, 지문인식기술” 
보안컨설팅 완료

2017. 12. 금융결제원 “비접촉 장문인증” 
성능평가/거래적합성 인증

2018. 01. K-Global 300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 인증)

2018. 06. 경찰청 족흔적검색시스템(베트남ODA사업),
족문(足紋)검색 알고리즘 공급 계약

2018. 07. 전북은행, 한화손해보험, 신영증권 모바일 
손바닥인증 서비스 오픈

2018. 11. KB금융그룹 KB스타터스 선정

2018. 12. 인도네시아(RUPI社), 베트남(VNPAY社) 
개발자용 AEROX SDK 라이센스 계약

2019. 01. 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공동앱
(장문본인인증) 연간 라이센스 계약

2019. 04. 베트남 VNPAY JSC社 커스터마이징 
라이센스 계약 및 MOU 협약

2019. 05. 한화드림플러스 GEP 선정

 제휴기관

경찰청, 금융결제원, 삼성생명, 신영증권, 외교부, 전북은행,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KB금융지주, KDB산업은행

위닝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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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위닝아이의 모바일용 비접촉 생체인식(손바닥, 지문)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인증(AEROX PalmID v3.0)과 
바이오전자서명(AEROX Sign v1.0)은 스마트폰 기종과 OS에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을 스캔,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앱이다. 

▶바이오인증(AEROX PalmID v3.0) 서비스는 현재 다수의 금융사 서비스 앱에서 로그인 및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없이 200만원이하 금액에서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기밀성과 무결성, 부인방지, 본인확인 등 공인인증서의 핵심 역할을 모두 대체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생체인증수단이다.

▶바이오전자서명(AEROX Sign v1.0) 서비스는 보험사 전자청약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 시 자필서명을 대신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계약서에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서명 및 동의하는 지문 기반의 전자서명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종이서명을 대체함으로써 인쇄비, 우편비, 보관비 등의 소요경비와 분실, 파손, 훼손 
등의 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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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드펀드 영문명 WITHFUND

대표자명 이종석 설립일자 2017. 02. 0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홈페이지 www.with.fund 이메일 ceo@with.fund 대표번호 02-583-1543

담당자 연락처 02-583-1543 담당자 이메일 contact@with.fund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위드펀드는 함께라는 의미의 ‘WITH’와 
펀드(FUND)의 합성어로 P2P금융 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자는 의미로 
P2P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2017년 위드펀드 설립 이후 벤처기업 인증, 
특허취득, 한화금융그룹 핀테크 육성기업 선정, 
우리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점차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위드펀드는 플랫폼 입점사들에게 창업지원, 광고 
마케팅, 전반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예치금 계좌 하나로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P2P창업 및 전문가 교육을 통해 불안한 
P2P투자 시장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 02.

(주)위드펀드 설립

2018. 05.

위드펀드 P2P통합플랫폼 정식서비스 진행

2018. 07.

벤처기업 인증

2018. 08.

한화금융그룹 핀테크육성기업 선정

2018. 10.

핀테크 기업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3기 기업 선정

2019. 03.

우리은행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2019. 04.

매경부동산 아카데미 교육주관사 선정

2019. 09.

한경아카데미 교육주관사 선정

2019. 10.

서울시 핀테크랩 육성기업 선정

2019. 10.

핀테크지원센터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제휴기관

경기대학교, 림피드펀딩, 맥스펀드, 블루펀드, 시드펀딩, 우리은행, 코펀드, 토피아펀드, 핀테크지원센터

위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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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위드펀드는 투자자와 다수의 P2P 기업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LL-IN-ONE 서비스]
위드펀드 계정 하나면 모든 입점사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 [쉽고 간편한 P2P상품 분산투자 시스템]
위드펀드는 다양한 입점사들의 상품을 여러가지 조건으로 필터링하여 최적의 투자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상품 검색이 가능하며 직접 구성한 포트폴리오 상품에 대하여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 [다이렉트 투자결제 시스템]
위드펀드는 국내 P2P회사들이 70%이상 사용하는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PG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고객이 
투자하는 투자금은 다이렉트 결제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에 직접 송금, 다양한 입점사에 투자한 투자수익금은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를 통해 집중 상환 받으면서 자금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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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밋 영문명 WeMeet

대표자명 강귀선 설립일자 2017. 05. 3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1층 윤민창의투자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meetplace.com 이메일 ceo@wemeetplace.com 대표번호 010-9050-3377

담당자 연락처 010-9050-3377 담당자 이메일 ceo@wemeetplace.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200만원

주요 서비스 위밋플레이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위밋은 Z세대를 위한 새로운 약속 문화를 위하여 
위밋플레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기존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더 소중해지는 환경에서, 만남의 
계기를 만들고 모임의 즐거움을 더하여 관계의 
지속성을 이끌어내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 
위밋플레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는 Kakaotalk, 검색은 Google과 같이 약속 
하면 위밋플레이스가 떠오르도록 “약속”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9년도 10월~11월 두 달 간 가입자 10만 달성을 
토대삼아 2020년 3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7. 10. TIPS 본글로벌 해외진출 사업 선정
실리콘밸리 GSVLABS 연계 지원

2018. 07. 2018 K-GLOBAL 사업 선정 
보육 엑셀러레이터 와이앤아처

2018. 11. 2018 빅스타 빅데이터 데모데이 대상
20,000,000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9. 03. 스타트업둥지 2기 선정 입교

2019. 05.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제품공정개선 
선정 (0.5억원)

2019. 06. 스타트업둥지 2기 데모데이 대상
20,000,000원 – 기업가정신재단, 손보협회

2019. 07. 스타트업둥지 1,2기 통합 데모데이 대상
30,000,000원 – 기업가정신재단, 손보협회

2019. 08.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전국 예선 3위 
우수상 표창수여

2019. 09. 위치기반LBS서비스 공모전 최우수상 
10,000,000원 –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2019. 09. 신용보증기금 NEST 6기 선정 10억원 보증
(벤처스퀘어 엑셀러레이터)

2019. 10. Google Cloud for Startups 우수 스타트업 
선정

2019. 1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R&D 창업
성장개발 기술혁신형 과제 선정 (1.5억원)

2019. 11. 제 19회 모바일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제휴기관

윤민창의투자재단

위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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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장소 추천 서비스 '위밋플레이스’
위밋플레이스는 소모임 등 중간지역에서 모임을 갖는 집단이용자들에게 단순하게, GPS 좌표값만을 기준으로 
중간지점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교통수단과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 대중교통이용정보 등을 고려한 
실용적인 장소 추천 서비스입니다. 
위밋플레이스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만날 때, 고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데이터 기반의 등시좌표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장소를 추천하고, 지도위에 시간, 경로, 
친구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맛집추천 서비스, 만나는 목적에 적당한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았지만, 만나는 방법을 고민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위밋플레이스는 단순히 A~B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닌 2인 이상 다수가 참가하는 모임에서 모든 
참여자의 교통수단, 현재 교통량을 고려하여 중간지역 부근의 합리적인 약속장소를 추천합니다.
현재 위밋플레이스는 Android, iOS 두 마켓 모두 다 2017년 7월 25일자로 앱 출시가 되어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전해나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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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즈도메인 영문명 WISDOMAIN Inc.

대표자명 김일수, 한우진 설립일자 1999. 10. 0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62, 성옥빌딩 10층

홈페이지 www.wisdomain.com 이메일 support@wisdomain.com 대표번호 070-8299-8420

담당자 연락처 070-8299-8421 담당자 이메일 bon@wisdomain.com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14억 3,200만원

주요 서비스 특허DB구축 및 분석지원, 
특허가치자동평가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주)위즈도메인은 지식재산(IP) 정보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지난 1999년 10월 설립 이래로 약 
20년간 전세계 특허 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분석 지원, 특허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AI‧빅데이터 기반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IP와 금융 간의 융합데이터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핀테크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999. 10. (주)위즈도메인 설립

2000. 10. 부설연구소 설립

2001. 10. 미국 현지법인 설립

2006. 04. 일본지사 설립

2008. 05. 특허자동평가(등급)서비스 개시

2014. 03. 특허자동평가(가격)서비스 개시

2014. 08. 미국 Ocean Tomo MOU 체결

2015. 05. 현대증권 MOU 체결

2015. 07. 산업은행 MOU 체결

2016. 03. 매일경제 금융상품부문 우수상 수상

2017. 11. (주)PTR자산운용사 설립

2019. 11.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2019. 11.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9. 1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

 제휴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그린바이오연구조합,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대학교, 
식품안전정보원, 우리은행,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카이트창업가재단, 특허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KAIST

위즈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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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특허평가시스템[등급평가, 가격추정]
특허평가는 경쟁사특허분석, M&A, R&D특허평가, 기술거래, 특허관리, 특허분쟁 등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특허평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즈도메인의 특허평가시스템은 특허평가 시 
작용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엄선된 객관적인 평가항목으로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허의 가치를 등급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특허등급평가]
공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동종분야의 특허들 간의 상대적 평가 순위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총 8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허등급 평가정보를 통해 특허간의 상대적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R&D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 [특허가격추정]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허가치추정 기법은 Big Data를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특허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시장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가치추정은 특허가 속한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된 규모에 기술 생명 주기 및 기술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특허들의 가치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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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펀딩 영문명 WEFUNDING

대표자명 이지수 설립일자 2015. 06. 3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5층 (대치동)

홈페이지 www.wefunding.com 이메일 wefunding@wefunding 
.com 대표번호 02-508-7006

담당자 연락처 02-508-7006 담당자 이메일 wefunding@wefunding.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부동산 투자상품, 리서치 
정보 등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위펀딩은 온라인 부동산 투자회사로 누구나 쉽게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핀테크회사이다.

국민연금, 도이치뱅크, 아부다비투자청, 삼성, LG, 
IFC, SFC, GFC 등 국내외 통틀어 약 500조원의 
업무수행 이력을 보유한 위펀딩 이지수 대표는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다.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DTZ에서 국내외 해외 
주요도시 투자자문 업무 수행을 통해 실무부터 
다져온 그는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상품을 
다이렉트로 준다’는 모토로 2015년 6월 위펀딩을 
법인 설립했다.

위펀딩은 부동산 투자에 투자금, 시간상 제약이 
있던 10만명 이상의 개인고객에게 평균 16.3%의 
수익을 실현, 부실율 0%라는 기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자산 증식과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하여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5. 06.

주식회사 위펀딩 법인 설립

2016. 08.

온라인 부동산 투자상품 첫 출시

2017. 04.

업계 최초 서울 아파트 담보 포트폴리오 상품 출시

2017. 05.

업계 최초 수익형 빌딩 메자닌 투자 상품 출시

2017. 05.

업계 최초 리노베이션 상품 출시

2017. 09.

업계 최초 지역재생사업 투자 상품 출시

2018. 02.

금융감독원 등록 (2018-금감원-1358)

2018. 09.

'부동산 기반 자산 투자 시스템' 특허 등록

2019. 05.

누적 투자금 (AuM) 500억 달성

2019. 10.

NH투자증권 제휴

2019. 11.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2019. 12.

누적 투자금 (Aum) 690억, 누적 상환액 540억 달성

 제휴기관

리맥스브라이트, 밸류맵, 베드라디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피노텍, 피델리스자산운용,
한일퍼스트자산운용, Amazon Web Services, KT,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위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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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기술 기반 부동산 투자] 
위펀딩은 업계 최초로 ‘부동산 기반 투자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객의 자산 구조와 
목표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이 기술은 부동산 전문성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위펀딩은 프롭테크(PropTech: Property + Technology)의 투자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관리]
위펀딩은 NH농협과 공동 개발한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명하게 명시하고 관리한다. 자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자체가 불가하다. 현재까지 위펀딩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세전 수익, 세금(국세, 지방세), 
비용, 세후 수익을 1원단위 산식으로 매월말 보고 받고 있다. 

▶ [리서치 센터 운영 - WRC (Wefunding Research Center)]
위펀딩 리서치 센터(WRC)에서 주기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주택, 오피스, 물류, 호텔, 리테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이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 상품들이 구성된다. 이 
내용들은 기관투자자에게 별도 보고서로 제공되기도 하며, 시장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위펀딩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 [체계적인 부동산 투자상품]
위펀딩은 투자상품군을 개발형, 리노베이션, 실물형 3가지로 체계화해서 제공중이다. 각 상품군은 심사기준이 
다르며 투자하는 지역도 리서치 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고 있다.

▶ [현장실사는 위펀딩]
‘부동산은 현장이다’라는 모토로 업계 최초로 현장실사를 제공하고 있다. 주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초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매월 말에는 통합 현장실사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현장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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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유니어스 영문명 Unius

대표자명 조재민 설립일자 2015. 12. 1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5층

홈페이지 www.unius.co.kr 이메일 unius@unius.co.kr 대표번호 1800-0790

담당자 연락처 010-4535-0419 담당자 이메일 ceo@unius.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기업 채권 전문
P2P투자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유니어스는 온라인 P2P(Peer to Peer) 플랫폼 
운영 업체다.

일반 투자자에게 기술력을 갖춰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모든 투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투자자의 투자금은 SC제일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투자자에게 정해진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

투자자별 투자 내역, 상환 플랜, 상환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5. 12.

회사 설립

2016. 01.

온라인 P2P 투자 서비스 개시

2017. 04.

주간동아 주관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17. 07.

SC제일은행을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

업무 제휴

2017. 09.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업무협약 체결

2018. 06.

2018년 대한민국고객만족브랜드대상 P2P부문 2년 
연속 수상

2018. 10.

누적 상환 금액 100억 돌파

 제휴기관

페이게이트, 피델리스자산운용, SC제일은행, Webloom

유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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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유니어스는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P2P 방식의 금융 플랫폼 사업자다. 유니어스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니어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가상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대출자는 유니어스를 통하여 투자성을 평가받는다. 투자자는 
유니어스 펀딩을 통해 평가받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 집행은 공신력 있는 SC제일은행이 진행한다. 

▶유니어스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3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정성적인 기업 평가와 기업 및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한 신용 평가 
그리고 기업 또는 대표이사 소유의 담보물을 평가하는 담보 평가가 그것이다. 유니어스는 U1~U10까지 총 
10단계로 나누어 평가 등급을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 수가 낮아진다. 대출은 U6 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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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유스비 영문명 useB

대표자명 김성수 설립일자 2018. 09. 1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37 3층

홈페이지 https://www.useb.co.kr/ 이메일 contact@useb.co.kr 대표번호 070-4849-1000

담당자 연락처 070-4849-1000 담당자 이메일 chssha98@useb.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자금세탁방지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유스비는 레크테크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핀테크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솔루션 및 고객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고객정보를 통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리스크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 12. 유스비 설립
2018. 01.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십 체결
2018. 02. IBK기업은행 임원 특강
2018. 05. 닷네임코리아 파트너십 및 보안서비스 체결
2018. 06. Ozys 파트너십 체결
2018. 07. 주식회사 대상 임원 특강
2018. 08.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 체결
2018. 09. 주식회사 유스비로 법인 전환
2018. 09. 강남사무실로 이전
2018. 09. DowJones 파트너십 체결
2018. 10. KYC/AML 솔루션 런칭
2019. 03. ZipLab 파트너십 체결
2019. 05. 자본금 확대(1차 유상증자)
2019. 05. 창업진흥원 주관 마케팅지원사업 확정
2019. 05. DENOS IR대회 1위 수상
2019. 06. 고대크림슨 주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확정
2019. 06. 서초사무실로 이전
2019. 07. 스마트테크코리아 데모데이 1위 수상
2019. 07. 트레블룰 해결을 위한 특허 출원
2019. 07. 자본금 확대(2차 유상증자)
2019.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10. 기술보증기금 보증 확정
2019. 10. 핀테크협회 회원 확정
2019. 10. MWC/4YFN 바로셀로나 참가기업 선정
2019. 11. 벤처기업인증 획득
2019. 11. 핀란드 SLUSH 대회 참가
2019. 12. JETRO(일본무역기구) 프리미엄 지원기업 선정

 제휴기관

닷네임코리아, 법무법인 충정,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DowJones, ZipLab

유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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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유스비는 핀테크기업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자금세탁방지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은행처럼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고객확인 시장은 현재 6조달러이며,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무역기구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싱가폴, 베트남 등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유스비는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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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유핀테크허브 영문명 U Fintech Hub Inc.

대표자명 이재표 설립일자 2018. 12. 0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14층

홈페이지 https://www.utransfer
.com/ 이메일 jeffli@utransfer.com 대표번호 070-4919-3481

담당자 연락처 070-4919-3484 담당자 이메일 chrislee@utransfer.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유트랜스퍼
(Utransfer)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유핀테크허브는 2019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를 받은 업체로서, 8월 
해외송금서비스 "유트랜스퍼"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 벤처캐피탈 등 금융권 출신 인력과 네이버, 
SK 등 주요 IT 대기업 출신 인력이 모여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지향 핀테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2018. 12.

유핀테크허브 설립

2019. 06.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 (기획재정부 2019-1호)

2019. 10.

유트랜스퍼 (Utrasnfer)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19. 10.

유트랜스퍼 (Utransfer) iOS, Android 모바일 앱 출시

2019. 11.

2019 추계 해외유학이민박람회 참가

 제휴기관

아시아경제

유핀테크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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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유트랜스퍼는 유핀테크허브의 첫번째 핀테크 사업으로, 현재 50개국 이상에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존 은행 해외송금에서 사용되어왔던 SWIFT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축한 글로벌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이 진행되므로 은행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해외송금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높은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외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보안 개발에 가장 
치중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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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나인페이 영문명 E9pay Co., Ltd.

대표자명 전혁구 설립일자 2007. 07. 27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3호

홈페이지 https://www.e9pay.co.kr/ 이메일 forex@e9pay.co.kr 대표번호 02-877-7200

담당자 연락처 02-877-7200 담당자 이메일 forex@e9pay.co.kr

종사자 수 37명 자본금 650억원

주요 서비스 소액 외화 해외 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나인페이는 2017년 8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소액해외송금업 1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2019년 10월 
현재 126개 국가에 해외 송금/수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9VISA+PAY=E9PAY]는 국내 
E9비자(비전문취업)을 통해 국내 거주, 근로 중인 
300만 해외국적 근로자와 최근 증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액해외송금/수취 수요를 주 대상으로, 
기존 은행권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와 
불필요한 서류 요청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나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해외송금, 
해외자금 수취, 거래내역 중빙제공, 선불폰 관리 등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자금/학자금 송금, 
해외자금 수취 등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송금/수취에 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 07.

SWIFT사로부터 Swift Code [NINPKRSE] 부여

2017. 08.

소액해외송금업 1호 사업자 등록

2018. 02.

E9pay App 출시

2018. 03.

E9pay 해외송금서비스 오픈,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 연동

2019. 07.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2019. 09.

126개국 송금 취급 개시

2019. 10.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연동

 제휴기관

광주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분석원,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은행, BRI, MetroBank, RIA,
Tranglo, TransferTo, VietcomBank, XpressMoney

이나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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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E9pay 송금서비스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국내 해외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결제/지불, 송금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였고, 전자지갑, 계좌, 직불카드 또는 직접 현금 수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급/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16개국 언어가 적용된 웹/앱서비스로 해외송금, 수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1개국 
현지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용/전담 고객만족 컨택센터를 24시간/7일 쉼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9pay는 세계의 모든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거래들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채널: 웹 사이트, 모바일앱 및 소매점, 에이전트
- FX Management Team 운용: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전담팀 운용
- AML/CFT/KYC Compliance: Watch List Filtering을 통하여 이상거래 탐지,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관련 요소 사전차단, 추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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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롬랩 영문명 Eromlab

대표자명 공관식 설립일자 2018. 05. 03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1길 30

홈페이지 www.eromlab.com 이메일 gsgong2003@eromlab.com 대표번호 02-557-0078

담당자 연락처 02-557-0078 담당자 이메일 ykkim@eromlab.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결제시스템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롬랩은 세상을 이롭게하는 바른 서비스를 
목표로 결제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창업한 
핀테크 Startup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귀찮고 
어려운 금융을 보다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 솔루션, Erompay와 로열티 
플랫폼, Eromhub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롬랩은 모바일 결제솔루션 뿐만 아니라, 신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기획/개발 중에 있으며, 미래 
결제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결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

결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일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이롭게 만들어 낼수 있도록 
이롬랩의 멤버들은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2018. 05.

주식회사 이롬랩 창업

2018. 05.

특허출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거래 장치 및 방법)

2018. 08.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2018. 0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Erompay) 개발완료

2018. 11.

모바일 기반 회원 부가서비스 앱 개발완료

2018. 11.

(주)마더테란 업무제휴 협약 체결 (POS 결제 연동 
개발/가맹점 영업 제휴)

2019. 01.

Uzbekista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관련 업무협약 
체결 ((주)KOBEA)

2019. 05.

단국대학교 산학협력 MOU 체결

 제휴기관

단국대학교

이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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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쉽고, 빠르고, 안전하기까지한 결제 솔루션, 이롬페이]
이롬페이는 포인트, 쿠폰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결제 경험을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금이나 지갑없이도 0%의 거래수수료와 빠른 정산을 실현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선도해 나아갑니다.

▶ [손쉬운 결제수단 연동]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쉽고 마음 편안한 충전]
결제 시, 부족한 잔액을 자동충전하여 사용자가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절차를 최소화한 결제]
별도의 추가 결제 환경 조성 필요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결제 장치 연동 가능]
언제어디서나 사용자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QR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원할때 받는 정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정산받을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 된 정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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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리언스 영문명 IRIENCE Co., Ltd

대표자명 김성현 설립일자 2010. 03. 3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510호

홈페이지 www.irience.com 이메일 likestorm@irience.com 대표번호 02-6239-3100

담당자 연락처 02-6239-3102 담당자 이메일 likestorm@irience.com

종사자 수 25명 자본금 65억 7,900만원

주요 서비스 홍채인식 보안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리언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홍채인식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보훈병원 환자 본인확인 
시스템, 우리은행 DB 2차 접근제어 인증, 
에콰도르은행 고객 본인확인 시스템 등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레퍼런스를 
통하여 금융권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더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홍채인식 제품 및 솔루션을 
금융권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 03. 회사 설립

2015. 05. IBK기업은행, Mentoring MOU 체결

2015. 10. KISA 인증 획득(홍채알고리즘 성능평가)

2015. 11. 핀테크 활성화 공로상 수상(금융위원회)

2015. 12. IBK 홍채ATM 시범사업 실시

2016. 07. 보훈병원 홍채인식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16. 09. 에콰도르 은행 홍채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2016. 12. 전국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2017. 08. 금융결제원 홍채인증기술 성능평가 통과 
(분산관리적합성, 성능 시험)

2017. 12. 우리은행 홍채인식 DB 접근제어 구축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2018. 07. 우리은행 홍채인식 DB 접근제어 홍채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공급 완료

2019. 11. IBK기업은행 1st랩 입주기업 선정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이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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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홍채인식이 불편하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을 
함으로써 금융산업내 본인인증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15cm가 아닌, 60cm~100cm에서 사용자가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카메라가 오토포커스 기능으로 
사용자의 홍채를 검색, 촬영하는 디바이스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설치 환경에 따라, 은행 내부 결제프로세스, 
고객 대면 창구, ATM/디지털키오스크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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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브이케어 영문명 evcare

대표자명 안미림, 최준선 설립일자 2016. 01. 26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4층 C08호

홈페이지 www.evcare.co.kr 이메일 ahn@evcare.co.kr 대표번호 031-602-7396

담당자 연락처 02-602-7396 담당자 이메일 choi@evcare.co.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500만원

주요 서비스 보험금자동청구 
키오스크제작 및 운영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브이케어는 보험과 의료기관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현재의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병원 내 설치된 
보험금 청구 atm 기기 및 솔루션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지역 거점 종합병원 200여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

경기도 창업경진대회 금상

2015.

여성경진창업대회 대상

2015.

소셜벤쳐경진대회 장려상

2016.

대한민국창업리그 지역 대상 및 본선

2016.

스마트ICT 미디어 경진대회 한국전파진흥원장상

201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켓톤 경진대회 우수상 등

2018.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

2019.

전국 200여개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등의 서비스 
제공 및 보험사 제휴(MOU)

 제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브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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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브이케어의 보험금 청구 atm 및 솔루션은 병원내 설치된 자사의 기기 및 솔루션을 통하여 몇 번의 터치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1분 이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및 보험사 전산 연결을 통하여, 병원 및 보험사 통합인증을 통하여 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이용객의 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월 평균 3만명 이상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역별 지역 대표 거점병원에 확장함에 따라,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및 약국 등에도 기기 및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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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비카드 영문명 EBcard

대표자명 이근재 설립일자 2009. 11. 01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홈페이지 www.cashbee.co.kr 이메일 mskim0731@lotte.net 대표번호 02-2660-0700

담당자 연락처 010-4422-4619 담당자 이메일 mskim0731@lotte.net

종사자 수 104명 자본금 43억원

주요 서비스 선불카드 발행, 정산대행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비카드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사업자로, 
플라스틱 및 모바일 선불카드인 캐시비(Cashbee)를 
발행한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 지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비카드는 교통카드 자동 충전 장치 및 그 방법, 
온·오프라인에 의한 카드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 
등 다양한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쿠폰을 이용한 교통카드 마일리지 서비스 
방법, 생체인식을 이용한 교통카드 처리 시스템 
등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2017년 10월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 사업을 
제공하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로 등록했다.

2009. 11.

회사 설립

2010. 08.

롯데그룹에서 인수

2010. 12.

선불카드 브랜드 ‘캐시비(Cashbee)’ 론칭

2011. 05.

모바일 선불카드 ‘모바일 캐시비’ 론칭

2015. 05.

경기 시내버스 교통카드 정산 사업 2기 계약 체결

2017. 08.

충남 시외버스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본격 시행

2017. 10.

MVNO 사업자 등록 완료

 제휴기관

롯데, 메가박스, 미니스톱, 배스킨라빈스31, 빅파일, 빚은, 세븐일레븐, CU, GS25, OK캐시백

이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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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비카드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과 전자화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불카드인 캐시비는 교통카드 기능을 넘어 생활 곳곳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보편적 결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캐시비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결제뿐 아니라 롯데그룹 유통 가맹점, 국내 대부분의 편의점, 
파리바게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금 결제 등 다양한 곳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결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비카드는 택시 요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재 인천 지역 법인과 개인택시 요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화폐 사업 영역에서는 전자화폐 브랜드 캐시비 외에 e캐쉬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전자화폐 대행 사업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자화폐의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전자화폐 솔루션 사업으로는 IC 카드 및 각종 단말기 
공급,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한다. 
온라인 e비즈니스 사업 영역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을 제공한다. 
RF 방식의 후불 교통카드는 비씨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에 공급했다.
이비카드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도 제공한다. LTE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 교통카드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선불카드 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며, 대중교통 부가 
서비스 및 기타 결제 서비스에 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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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오랩인터내셔널 영문명 EOLABINTERNATIONAL

대표자명 오재선 설립일자 2015. 05. 12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5-113

홈페이지 www.eolab.co.kr 이메일 cupusan@naver.com 대표번호 051-988-0875

담당자 연락처 051-988-0875 담당자 이메일 cupusan@naver.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 빅데이터, AI, IOT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오랩인터내셔널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로 2015년 법인 설립이래 
호텔예약결제 시스템 및 부동산종합정보 시스템,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해 국민건강관리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선 스마트 청진기를 각 가정 및 병원 등에 개발 
공급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체크를 가능케 하며,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정확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2015년 우수벤처기업으로 인증 및 
2016,2017,2018,2019년 부산시 대표창업기업 선정, 
IT 스타트업 리더인증, 2018년 ISO2015 
프로그램개발 솔루션 품질인증(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2019년 부산시 업무 MOU 협약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 05.
법인설립(호텔 예약및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
2015. 09.
우수 벤쳐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2016. 07.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선정(스타트업 리더)
2016. 09.
프로그램 저작권 증록
2016. 09.
로고저작물 저작권 등록
2016. 11.
영상 저작물 저작권 등록
2017. 06.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인증(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개발)
2018. 06.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선정(IT분야 인증)
2018. 08.
ISO 2015 프로그램 개발 솔루션 품질 인증(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
2019. 06.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선정(4년 연속 인증)
2019. 09.
부산시 업무 MOU 협약 업체 선정

 제휴기관

부산광역시

이오랩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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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호텔 및 숙박예약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른 환률은 자동 적용하여 결제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간편결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동산정보플랫폼은 각 부동산의 층별, 호수별 정보(가격, 면적 등)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무선청진기를 개발 추진중입니다. 무선청진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청음하고, 빅데이터와 연동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질병청음기록과 비교, 대조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의 판독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진단, 진료비 간편결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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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와이엘 영문명 EYL

대표자명 정부석 설립일자 2015. 01. 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1207호

홈페이지 www.eylpartners.com 이메일 jhbaik@eylpartners.com 대표번호 02-6299-7190

담당자 연락처 010-3168-1418 담당자 이메일 jhbaik@eylpartners.com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8억 9,000만원

주요 서비스 양자난수생성기 및
응용제품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와이엘은 양자 암호 난수 생성기를 활용한 
보안 기술 제공 업체다.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초소형 
양자난수생성기(Micro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를 칩으로 개발하여 암호 
시스템의 암호키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키 예측을 
통한 해킹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였다. 

초소형의 IoT 기기에 탑재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키 생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이상의 관계사에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미국의 인텔(Intel), 구글(Google) 및 
삼성, LG를 비롯한 20여개 이상의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각 협력사 제품에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5.

IoT 보안 공모전 최우수상

IoT 어워드 스타트업 부분 챔피온

2016.

IoT Innovation Awards TOP 10

MassChallenge Boston 대상 (아시아 최초)

2017.

DISRUPT 100 선정

2018.

DCA Red Hot Cyber TOP 30 선정

 제휴기관

KB국민은행, KT, University of Florida

이와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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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와이엘은 난수를 활용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초소형 양자난수생성칩을 개발한 하드웨어 보안 제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에는 유사 난수가 사용되지만 이는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며, 완전한 난수가 아니어서 예측이 가능한 만큼 해킹에 노출된다. 
이와이엘의 양자 난수 생성기는 자연 현상에서 난수를 추출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주 작은 칩 
형태에 저전력이라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에 적합하다. 
이와이엘의 양자난수생성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입자를 감지, 난수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소형화에 적합해 
새끼손톱 4분의 1 크기 칩으로 만들 수 있다. 고속으로 대규모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USB형 
양자난수생성기도 보유했다. 양자난수 인증을 통해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통제함으로써 일반 기업이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밀 데이터 유출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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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음크리에이티브 영문명 EUMCREATIVE

대표자명 박장형 설립일자 2017. 06. 01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71번길 49 201

홈페이지 https://www.myeum.com 이메일 pjhrun@naver.com 대표번호 070-7931-1801

담당자 연락처 010-9533-0004 담당자 이메일 pjhrun@naver.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지급/결제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음크리에이티브는 부산에 소재한 
ICT개발회사로서 IOT, 빅데이터, 핀테크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인증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 및 
공동주택 관리플랫폼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 06. 기업 설립

2017. 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 11. 중소벤처기업부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2018. 01.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문자메시지 공급 계약

2018. 02. 부산광역시 교육청 긴급재난문자 구축

2018. 03. 부산 컴퓨터 과학고등학교 클라우드 구축

2018. 04.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식정보APP 다모아 개발

2018. 05.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기기 SUNNY-1 개발

2018. 07. 부산광역시 교육청 명부 교육수첩 개발

2018. 11. 배달중계연동 배달대행서비스 런칭(가요가)

2019. 02. 남부발전 통합 메신저 개발

2019. 04. 에너지 거래시장 플랫폼 구축 및 실증단지 구축

2019. 04. GEOTAG 기반 낚시 포인트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2019. 06. 정보수집 및 위치기반 광고 플랫폼 개발

2019. 06. 창업진흥원 재기지원 패키지 제품사업화 선정

2019. 07. EUM-SUNNY2 LTE 개발 및 상용화(국내
최초 CAT4 LTE 모니터링 시스템)

2019. 0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주관 선정

2019. 08. 2CH 초정밀 GPS 제품개발

2019. 09. 킨텍스 에너지 박람회 참가

2019. 09. 아파트 관리시스템 + 배달 오픈플랫폼 개발

 제휴기관

야베스

이음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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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공동주택 관리플렛폼을 통한 O2O 및 IOT서비스

▶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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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지메이션 영문명 Eazymation

대표자명 정훈 설립일자 2015. 09.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115호

홈페이지 www.eazymation.com 이메일 admin@eazymation.com 대표번호 010-9427-8535

담당자 연락처 010-9427-8535 담당자 이메일 jeong.hoon@eazymation.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망 연계 작업관리 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지메이션은 금융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Clouvir(클로버)와 금융 클라우드 컨설팅/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Clouvir(클로버)는 “웹 기반의 금융IT 환경에 
특화된 보안 기반 작업 관리 솔루션”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솔루션이나 클라이언트 설치가 필요없으며, 
내외부 작업자의 접속/작업 기록과 동영상 로그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지메이션은 금융 IT와 클라우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금융 클라우드 도입/운영/확장에 
대한 컨설팅과 구축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 09. 

법인설립

2015. 10. 

우리 핀테크 나눔터 1기 선정 및 MOU체결 (우리은행)

2015. 11.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장려상

2016. 09. 

제1회 매경 핀테크 어워드 장려상 수상

2016. 11.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GoD 3기 선정

2017. 06. 

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BI 프로그램 선정

2018. 05. 

근로복지공단 1차 납품 완료

2018. 12. 

IBK투자증권 납품 계약 체결 및 납품

2018. 12. 

보령화력발전소 납품 계약 체결 및 납품

2019. 0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계약 체결

2019. 09. 

실리콘벨리 K-Pitch 선정

2019. 10. 

서울 제2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제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핀테크랩, 우리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지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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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IT 비전문가도 IT 프로젝트 개발/운영 시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을 적용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손쉽게 
수행/관리할 수 있는 금융 IT에 특화된 웹 기반 작업관리 솔루션

  - 보안 부서나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보안 지침과 보안 사항을 적용하면서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환경 
 구축 가능

  -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인력, 장비 등)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솔루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별도로 저장

  - 망분리 환경에서 타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작업 내용은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사고 발생 시 참고 자료로 사용

  - 개발 시 발생하는 모든 행동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로그 축적 및 활용

  - 해당 정보들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제공

  - 보안 관련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 기능을 제공하여 손쉽게 보안 상황을 파악하고 보안 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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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지펀딩 영문명 easyfunding

대표자명 송정엽 설립일자 2017. 01. 0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73 수연빌딩 4층

홈페이지 www.easyfunding.kr 이메일 marketing@easyfunding.kr 대표번호 02-569-5223

담당자 연락처 02-569-5223 담당자 이메일 marketing@easyfunding.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P2P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이지펀딩은 P2P(Peer to Peer) 금융 플랫폼 
사업자다.

이지펀딩은 다양한 금융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여기에 법무, 세무 전문가들이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지펀딩의 주요 취급 상품은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우량사업자 담보 대출이다. 

신용대출 상품은 취급하지 않으며, 실질 담보와 
여신만 취급한다.

신용정보회사와 업무 협약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2017. 01.

회사 설립

2017. 03.

P2P 온라인 금융 서비스 시작

2017. 03.

SC제일은행, 페이게이트와 에스크로 계좌 업무협약 체결

2017. 03.

제1호 상품 출시(오피스텔 담보 대출)

2017. 06.

피델리스자산운용 양해각서 체결

 제휴기관

페이게이트, 한국P2P금융협회, SC제일은행

이지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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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지펀딩은 P2P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자에게는 적시에 편리한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3중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외부 금융 전문가, 법무 및 세무 전문가의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심사 평가를 거쳐 안전한 투자 상품을 엄선하고 있다.
신용이 아닌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실질적인 담보를 100% 확보하고 대표자 연대보증, 약속어음 공증 등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담보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지펀딩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신용정보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써 투자 채권이 부도인 경우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모든 투자자의 예탁금과 투자 진행 자금은 금융기관과 제휴한 PG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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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슈로보 영문명 Insurobo

대표자명 손성일 설립일자 2019. 05. 07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홈페이지 http://www.insurobo.co.kr 이메일 ssi5390@hanmail.net 대표번호 051-911-5224

담당자 연락처 051-911-5224 담당자 이메일 ssi5390@hanmail.net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정보통신업, 응용 SW 개발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슈로보는 전세계 존재하는 건물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예측, 맞춤으로 자동 
가입시키는 O2O 플랫폼이다.

당사는 세계 최초로 건물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50초 이내에 건물 화재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2019. 05

법인 설립

2019. 07.

현대BS&C 기술개발 제휴

2019. 10.

부산시 핀테크 산업 발전 협약 체결

2019. 11.

건물 화재보험 자동가입 앱 개발 출시

2019. 12.

BNK금융지주 인슈테크 사업 협약 체결

 제휴기관

현대BS&C

인슈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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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건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중 건물보험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통한 건물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50초 이내로 가입하는 O2O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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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스타페이 영문명 Instapay Inc.

대표자명 김경수, 배재광 설립일자 2013. 04. 2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38 진성빌딩 701호

홈페이지 www.instapay.kr 이메일 tax@instapay.kr 대표번호 02-3453-4920

담당자 연락처 010-4949-5437 담당자 이메일 kskim@instapay.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억 8,2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지급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스타페이는 QR과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지로 및 요금 고지 납부(MBPP)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O2O 모바일 결제를 
제공한다.

2018년 12월 제로페이 서울 시범시행의
모바일결제사업자로 참여했다.

2013. 04

회사 설립

2015.

CitiBank가 주최한 'Citi Mobile Challenge'에 국내
우승, Global Top Innovator로 선정

2016.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서비스혁신대상' 수상

 제휴기관

NH농협은행

인스타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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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인스타페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며,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터치 한 번으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인스타페이는 불편한 ARS를 통하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QR코드 스캔 한번으로 쉽게 구입하고, 계산대 앞이 
아니어도, 가맹점 단말기가 없는 곳에서도 원하는 순간에 결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판매용 QR 코드를 생성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결제용 QR코드를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이나 모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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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터버드 영문명 INTERBIRD Co., Ltd.

대표자명 성낙복 설립일자 2002. 07. 16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문현동, 위워크) 12층 104호

홈페이지 www.interbird.com 이메일 project@interbird.com 대표번호 051-413-8931

담당자 연락처 051-413-8931 담당자 이메일 project@interbird.com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웹 및 앱, 프로그램 개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터버드는 인터넷의 공간에서 새와 같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자는 기업의 이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반도체나 해양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및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관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데이터시트 제공 
솔루션, 반도체 거래 솔루션, 반도체 가격비교 
솔루션과 해양정보관련 조석정보 및 해양기상정보 
제공 솔루션을 제공하여 2020년 500만불 수출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사업분야로 핀테크 
관련하여 반도체 거래 및 낚시조항 관련 결제 및 
송금 서비스와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 07. (주)인터버드 법인설립
2002. 08. 반도체 거래 솔루션 개발
2003. 10. 반도체 데이터시트 제공 솔루션 개발
2006. 12. 해양 조석 정보 솔루션 개발
2012. 07. 반도체 가격비교 솔루션 개발
2016. 11. 제3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7. 08. 반도체 부품 검색방법/PCT출원번호

(제2017-008551호)
2017. 12. 300만불 수출탑
2017. 12. 대통령상 수상(제201950호)
2017.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제120230호)
2018. 04. 상표/등록번호(제40-1348412호)
2019. 01. 반도체 부품 검색방법/한국특허등록번호

(제10-1945234호)
2019. 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2019111982호)
2019. 05. 반도체 부품 검색방법/러시아특허등록번호

(제2688260호)
2019. 05.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제1847호)
2019. 08. 벤처기업확인 인증(제20190109425호)
2019. 08. 기술혁식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제190202-00726호)
2019. 09. BIFC입주

 제휴기관

국립해양조사원, 동의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대학교

인터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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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인터버드의 반도체 데이터시트 제공 솔루션은 세계 1위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데이터시트를 제공하는 웹 및 
앱 서비스로 12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루 45만 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가격비교 솔루션과 반도체 거래 
솔루션을 연계하여 운용하여 거래에 필요한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양 조석 정보 솔루션은 낚시 등 해양 레저에 필요한 국내 1위의 연안지역에 대한 조석정보와 기상정보 등을 
웹 및 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수가 80만으로, 해당 솔루션과 연계하여 낚시선박 선장님들의 
커뮤니티인 낚시조항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낚시선박에 대한 부킹 및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EIBro와 코스콤을 이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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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터콜 영문명 Intercall Inc.

대표자명 양순호 설립일자 1987. 07. 1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11, 3층 (논현동, 성지빌딩)

홈페이지 www.intercall.co.kr 이메일 webmaster@intercall
.co.kr 대표번호 02-568-9500

담당자 연락처 070-7090-9219 담당자 이메일 alankim@intercall.co.kr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15억 9,900만원

주요 서비스 통신업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터콜은 1987년부터 유학생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온 통신전문기업입니다. 

통신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제전화서비스, GIO 
PINE 서비스, 해외 휴대전화 렌탈 서비스, 
인터넷폰 서비스, 해외USIM 렌탈 및 판매, Pocket 
WIFI 서비스를 거쳐, 소액해외송금업까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가족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항상 고객님의 옆에는 인터콜이 함께 
합니다.

1987. 08. (주)트랜스패시픽서비시스 설립
1992. 10. 미국통신회사 비아텔과 국내독점 계약 체결
1998. 04. (주)인터콜로 상호변경
1998. 07. 국제전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 등록
1998. 08. 한국통신과 재판매 계약 체결
2000. 05. 일본 휴대전화 렌탈서비스 개시
2000. 09. 미국통신회사 ORATION 계약체결
2000. 10. 미국 휴대전화 INTERCALL 서비스 개시
2000. 11. 미국통신회사 TELSTAR 계약체결
2001. 10. 제일은행과 업무제휴
2001. 11. 외환은행과 업무제휴
2002. 02. ANI (자동접속서비스) 한국 사용개시
2003. 07. 하나투어 업무제휴
2003. 11. 미국 AT&T 휴대전화 가입 및 서비스 개시
2004. 05. 하나로텔레콤 업무제휴
2004. 07. 하나로통신 콜렉트콜 서비스 제휴 및 개시
2007. 10. 삼성네트웍스 업무제휴
2008. 06. 와이드 070인터넷폰 사업개시
2010. 01. 글로벌 USIM서비스 개시
2011. 01. 글로벌 심카드 전문 쇼핑몰 

(globalmobile.co.kr) 오픈
2012. 03. 한국 USIM서비스 개시 및 확대 (5개 대학)
2013. 03. 한국 USIM서비스 확대 (10개 대학)
2015. 11. 일본 선불심카드 판매 개시
2016. 01. POCKET WIFI 임대 서비스 개시
2017. 06. 태국 AIS 및 DTAC 통신상품 판매 계약
2018. 12.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제휴기관

광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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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통신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USIM 및 Pocket WIFI 서비스를 B2C 및 B2B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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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텔리퀀트 영문명 IntelliQuant Inc.

대표자명 이종권 설립일자 2015. 11. 1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2, 5층

홈페이지 www.intelliquant.co.kr 이메일 info@intelliquant.net 대표번호 070-5101-0724

담당자 연락처 070-5101-0724 담당자 이메일 ihchung@intelliquant.net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4억 5,800만원

주요 서비스 투자플랫폼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텔리퀀트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다.

인텔리퀀트는 지능형 금융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인 통합 투자 플랫폼을 직접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보어드바이저와 '자가설계형' 투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알고리즘 마켓 서비스에 ‘아이콘’ 
출시를 지원했다.

엔텔스, 원앤파트너스, BTC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5. 11. 회사 설립

2016. 05. 엔텔스, 원앤파트너스로부터 투자 유치

2016. 07. 한화투자증권 ‘스마트 로보Q’ 온라인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2016. 08. 미래창조과학부 투자연계형 기업 성장 
          R&D 과제 선정

2017. 02. 기술보증기금 자금 지원 유치, 벤처기업 
          인증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 03. 챗봇 서비스 및 DIY 투자 플랫폼 
          ‘인텔리퀀트 스튜디오(IntelliQuant 
          Studio)’ 베타 서비스

2017. 06. 한국투자증권 로보 추천 서비스 ‘아이콘’ 출시

2017. 12. K-global 300 기업 선정

2018. 02. 빗썸 제1회 핀테크 아이디어 & 
          사업공모전 수상

2018. 12. 투자유치 - 비티씨인베스트먼트

2019. 01. 한국정보화진흥원 ‘DNA 100대 혁신기업’ 선정

 제휴기관

에이서투자자문주식회사, 한국경제TV, NH투자증권

인텔리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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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인텔리퀀트는 지능형 서비스 및 투자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체계적인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자다.
인텔리퀀트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챗봇을 활용한다. 
투자 성향을 미리 정해진 몇가지 패턴과 포트폴리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패턴과 포트폴리오에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변형한다.

▶인텔리퀀트는 맞춤형 투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투자 관리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운용자나 투자자가 
스크립트 언어로 투자 관리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결한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작성된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템플릿을 만들어 투자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리스크를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허용 범위 이내에서 통제하는 2단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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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포소닉 영문명 Infosonic , Inc.

대표자명 조훈택 설립일자 2014. 02. 01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703-4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7차)

홈페이지 www.infosonic.net 이메일 contact@infosonic.net 대표번호 070-4006-4243

담당자 연락처 070-6937-1771 담당자 이메일 sjokr@infosonic.net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Sonic Code, 지불결제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포소닉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업체이다.

인포소닉은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 기술과 복합 인증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 경험하는 인증의 불편을 
해결한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에게는 보안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금융 공급자에게는 고객 만족과 비용 절감의 
가치를 제공한다. 

인포소닉은 국내에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과 협력을 맺고 있고 해외에서는 
Seven Bank, Standared Chartered Bank 등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 및 IT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

2014. 02. 회사 설립

2015. 09. 주요 특허 3개 출원 및 상용 기술 개발 완료

2016. 12. 신한 퓨처스랩 3기 선정

2017. 02. 하나은행 제 4기 1QLab 선정

2017. 05. Seed 투자유치 1.9억원

2017. 07. Live Demo Open 및 무료 Test Kit 
         프로모션 시작

2017. 07. 말레이시아 SDM사와 MOU 체결

2017. 09. 핀테크지원센터 주최 제20차 핀테크 
         데모데이 참가

2017. 12. 동남아 주요 통신사 등 3개사와 PoC

2018. 05. 일본 Seven Bank와  PoC

2018. 06. 한국 NICE정보통신와 PoC

2018. 07. 일본  Sony Corp. 와 PoC

2019. 03. Seven Bank와 파일럿테스트 계약 체결

2019. 04. 우리은행 디노랩 선정

2019. 05. 탄자니아 Gmobile, 브라질  
          Intelecto Digital 과 PoC

2019. 07. 두바이 The Merge Group과 MOU 체결

2019. 08. Standared Chartered Bank와 NDA 
          체결 및 PoC

2019. 09. 기업은행 퍼스트랩 선정

2019. 11. 인도 Mannash, 바레인 핀테크베이와 
          NDA 체결

 제휴기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DG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Seven Bank, Standard Chartered Bank(Singapore)

인포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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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인포소닉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인증 솔루션을 개발했다.
인포소닉에서 선보인 소닉코드(Sonic Code)는 비가청 음파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이다.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스피커가 있는 다양한 호스트 터미널 및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다. 암호화되고 들리지 않는 오디오 패턴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소닉코드는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지정 솔루션으로 제공된다. 인포소닉은 
소닉코드가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및 인증 서비스에 
유용한 도구로 확산하고 있다.
소닉코드의 속도는 0.04초 이내이며, 서비스 지원 범위는 10~30cm다. 소닉코드가 지원하는 동시 가용 코드는 
281조 개이며, 에러 감지율은 99.9999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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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피니그루 영문명 InfiniGru

대표자명 유경식 설립일자 2014. 10. 31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501호(서울숲IT캐슬)

홈페이지 www.infinigru.com 이메일 grugov@infinigru.com 대표번호 02-3453-4620

담당자 연락처 02-3453-4620 담당자 이메일 ks@infinigru.com

종사자 수 50명 자본금 1억 3,300만원

주요 서비스 GruADS, GruSLS, 
피싱제로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인피니그루는 금융사기 등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인피니그루는 이상 금융,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이상 징후 탐지 영역에서 기존의 룰(Rule) 
기반의 탐지 방식에 딥러닝 기반의 탐지 방식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모형을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용자정의 자동재학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피싱제로 라는 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유안타증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SK증권, 한국스마트카드, 신한은행 
등에 솔루션을 공급했다.

베트남의 여러 기업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은행에도 동 솔루션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신한카드, SCI평가정보, 
GM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2015. 05.
유안타증권에 그루FDS 공급 계약
2017. 03.
KB국민카드에 그루딥 공급 계약
2017. 07.
SBI저축은행에 그루딥 하이브리드 계약
2017. 08.
신한카드, SCI평가정보, 지엠비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2017. 08.
베트남 HiPT, CMS Soft, Telsoft, FinTek 파트너 
계약 체결
2018. 05.
삼성전자 GruADS Suite, GruSLS Platform 계약
2018.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GruSLS Platform 계약
2018. 11.
우리은행 투자유치
2019. 06.
대한민국창업대상 서울신문사장상 수상
2019. 08.
베트남 ACB은행에 GruADS Suite 공급
2019. 11.
아임벤쳐스위드비자 최우수상 수장
2019. 12.
신한카드에 피싱제로 공급

 제휴기관

건양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베트남 ACB은행, 삼성전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케이뱅크, 
코빗, 한국스마트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BI저축은행, SK증권

인피니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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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인피니그루는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인피니그루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Anomaly Detection System)인 ‘그루ADS 수트(GruADS Suite)’를 개발해 
규칙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금융사기, 자금세탁, 모바일 앱 이상 결제, 대출사기 등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또한 인피니그루는 사용자정의 자동재학습 플랫폼인 GruSLS Platform을 개발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능들을 설정함으로써 유연한 모델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훈련시켜 새로운 비정상적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피니그루의 피싱제로앱은 휴대폰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징후를 탐지하고 원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496

기업명 일 영문명 il Inc.

대표자명 장광영 설립일자 2016. 02. 12

주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홈페이지 210.jewelry 이메일 1@1-inc.com 대표번호 070-8887-8787

담당자 연락처 070-8887-8787 담당자 이메일 help@210.jewelry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일은 ICT 융합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주)일은 블록체인, 최신 웹 기술, 2D/3D 디자인, 
AI, AR 등 다양한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연구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R&D 투자로 3D 프린팅 
산업과 침체된 국내 주얼리 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얼리 제조업과 타 서비스 산업의 융합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자체 
ICT 융합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 210.jewelry를 
2019년에 출시했다.

210.jewelry는 주얼리 업계의 앱스토어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디자인/제조 연계 서비스, 글로벌 결제 
서비스와 연계한 해외 수출, 주얼리 제품 판매 
연계, 디자이너 홍보를 위한 광고 상품, 
지식재산권(디자인) 창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16. 02. (주)일 법인 설립

2016. 06. 벤처기업확인(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 08. KISA X IBM Fintech Ground-up 
          Program 수료

2017. 09. 2017년도 지식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7.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특허청)

2017. 12. 2017년 서울혁신챌린지 최종 결선 진출 
          및 혁신챌린지상 수상(서울시장상)

2017. 1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핀테크기술 
          지원센터 입주

2018. 01. 연구개발서비스업(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록

2018. 0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9. 04.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 링(210.jewelry) 오픈

2019. 06. 기술보증기금 IP패스트보증

2019. 07. 210.jewelry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 태국 수출

 제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신한은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BK기업은행, Lstone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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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주)일은 ICT 융합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주얼리 제조 시설 및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주얼리 디자인 업체 또는 개인 디자이너의 주얼리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화된 기능별 협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주얼리 신제품의 디자인, 설계, 해석, 제작을 지원하는 주얼리 
사업자를 위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를 위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를 적용한 ICT 융합 주얼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글로벌 사업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 210.jewelry는 주얼리 디자이너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서비스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디자인/제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하여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2019년 블록체인 기반의 
수익분배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여 디자이너가 플랫폼에 등록한 제품이 판매되면 자동으로 수익 분배되는 
시스템과 판매되는 주얼리의 보증서를 블록체인 보증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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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잔다 영문명 Janda

대표자명 김화현 설립일자 2018. 12. 2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wework 12층101호

홈페이지 www.stayjanda.com 이메일 housepeoplekorea@gmail
.com 대표번호 070-4128-8244

담당자 연락처 070-4128-8244 담당자 이메일 support@stayjanda.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잔다(숙박업운영 및 
통합예약시스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잔다는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하고,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하며, 소상공인, 기업, 소비자가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글로벌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관리를 하기위해 에어***, 
호****채널 플랫폼을 하지 않으면 마케팅을 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 채널을 한 번에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잔다고객의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고객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잔다부킹"을 통해 기존의 숙박업•부동산• 
소상공인의 운영과 수익상승에 대한 고민을 
IT기술로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시장은 우리가 10년간 경험한 숙박업 및 
임대 부동산시장입니다.

현재 "잔다부킹"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수수료 없이 고객의 선 예약을 받고 매출통계, 
잔다에이젼시, AI무인솔루션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편리함을 느끼고 수익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2018. 12. 잔다 설립(숨게스트하우스와 하우스피플 합병)

2019. 09. LGU+ /나이스페이 공식지정업체지정

2019. 10. 부산시 핀테크 지정기업선정

2019. 10. 부킹닷컴 PMC사업자 /익스페이디아MOU/ 
네이버연동

2019. 10. 잔다 부킹 및 솔루션 이용자 100+달성
(월 이용료 5만원)

2019. 10. 잔다부킹 안드로이드 호스트앱 출시

2019. 10. 잔다 호스트 전문교육 아카데미 
잔다호스트닷컴 오픈

2019. 11. 잔다 이용자 정기결제 서비스 정식오픈

2019. 11. 통합마케팅 시스템 잔다에이젼시 출시

2019. 11. 온.오프라인 AI무인 솔루션 서비스출시

2019. 11. 잔다 통합예약 쿠폰 서비스출시

2019. 11. 무인홈페이지 컨시어지 빌더서비스출시

2019. 11. 부산시 공유지정우수기업 선정

2019. 11. 부산시 관광우수스타트업 선정

2019. 11. AWS 공식우수 파트너사 선정

 제휴기관

나이스페이먼츠,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부킹닷컴, 아마존, 익스페디아, LGU+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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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온·오프라인 AI 통합예약 솔루션, 잔다
부동산/숙박 운영에 필요한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이점 5가지>
 1. 부동산, 숙박업, 통합예약 다양한 분야 이용가능
 2. AWS 클라우드기반, AI 다국어 무인솔루션 제공
 3. "수익을 상승시켜"주는 잔다에이젼시 시스템 제공
 4. "모바일 최적화" 무료 홈페이지 제공
 5. 합리적인 가격, 월 이용료 "5만원"
▶ [잔다부킹 기능 상세설명] 
 1. 홈 : 단체 메시지기능, 예약하기 기능, 방막기(클릭시), 매출(일/월/년), 통계, 체크인현황(컬러반영), 고객 바로검색기능
 2. 배정달력 : 예약하기, 예약목록보기(예약삭제/문자전송/예약삭제), 예약생성, 방막기(컬러구분), 달력기능
 3. 통계(오늘매출/이번달매출/일매출/월매출) : 통계변경(그래프 형태)
 4. 예약목록 : 예약자정보(예약자/전화번호/예약상태), 결제정보(총가격/ 결제수단/결제상태), 

예약정보(숙박일자/예약일자/객실정보/인원수), 생성하기/수정하기/예약삭제
 5. 설정
  1] 방설정 : 방타입추가, 수정하기(숙소이름/수용인원/방타입/방성별/방사진/가격정보)
  2] 가격설정 : 시즌생성(시즌명/시즌기간), 저장하기, 일별가격설정(상세 방가격수정가능)
  3] sms설정 : 템플릿 생성(타이틀/메세지/자동데이터 업로드/자동발신/발신대상/자동발신 활성화 여부), 생성하기/ 

수정하기/예약하기, AI 무인 솔루션 메시지삽입가능(URL 형태), SMS 내역보기(번호/전송시간/수신자)
  4] AI무인솔루션(하우스메뉴얼 설정) : 직접 설정 가능함, 다국어 설정 기능함 (중국어/영어/일본어/한국어 설정가능), 

미리보기 기능/저장하기 기능, 바로 전화하기/지도/메시지, 다양한 설명 및 
컨시어지 연동가능, 알림기능-공지상황 (프로모션/업그레이드 등), 메모쓰기- 
블록형태로 새로운 메모, 언어설정-글로벌버젼 : 솔루션 언어변환가능(영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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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적시타 영문명 timelyhit

대표자명 조대범 설립일자 2016. 11. 14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대양AI센터 305호

홈페이지 1ly.kr 이메일 timely-hit@naver.com 대표번호 010-2666-0492

담당자 연락처 010-2666-0492 담당자 이메일 timely-hit@naver.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적시타는 일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리 
서비스는 통합 계좌, 거래 내역 조회와 금융 상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API를 
사용하여 계좌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API를 사용하여 금융 상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금융 계좌와 금융 상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016. 11.

설립

2017. 10.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이용 계약 완료

2017. 12.

일리 어플리케이션 출시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적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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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일리 서비스는 통합 계좌, 거래 내역 조회와 금융 상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API를 사용하여 계좌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API를 사용하여 금융 상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금융 계좌와 금융 상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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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제노솔루션 영문명 xenosolution

대표자명 강대성 설립일자 2010. 10. 2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6층 608호

홈페이지 www.xenosolution.co.kr 이메일 contact@xenosolution
.co.kr 대표번호 02-3779-9082

담당자 연락처 02-3779-9082 담당자 이메일 sonamo37@xenosolution.co.kr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45억원

주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제노솔루션은 금융 솔루션 제공 전문 회사이다. 
최초로 포터블 스마트 브랜치(Portable Smart 
Branch)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KT와 협력해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를 구축하고 금융권에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다수의 전자금융업에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 서비스를 공급했다.

국내 12개 은행에서 제노솔루션의 포터블 스마트 
브랜치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퍼블릭/프라이빗)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0. 10.

회사설립

2012. 12.

IBK기업은행 스마트 러닝 구축

2013. 05.

포터블 스마트 브랜치 공급(부산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2015. 12.

일본 MWI 스크래핑 센터 클라우드 기반 구축

2016. 02.

KT, 웹케시와 금융 클라우드 사업 양해각서 체결

2016. 04.

NH 농협은행 핀테크 클라우드 센터 구축 운영

2017. 06.

KT협력 금융보안데이터센터 서비스 론칭

2018. 09.

IBK기업은행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 공급

2018. 10.

NH농협은행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 공급

 제휴기관

경남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제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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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제노솔루션은 국내 12개 은행에 포터블 스마트 브랜치 솔루션을 공급하며,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포터블 스마트 브랜치 솔루션은 영업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고객이 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지점 외에서 사용하더라도 보안 위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된 보안 체계를 
갖췄다. 전용 보안 통신을 구현해 무선통신의 불안정성 및 공간적 제약을 완벽히 해소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 
등 국가 기관의 보안 권고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고객사가 주관하는 보안 취약성 점검에도 부응한다.

▶ 2017년 6월 구축한 금융보안데이터센터는 KT 인프라와 전자금융 노하우가 결합되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금융기관 전용 데이터 센터다.
금융보안데이터 센터는 중요 금융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 기업별로 분리된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 정보 보호를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인증을 
획득한 침입 방지 시스템, 방화벽 등의 보안 장비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KT(올레KT)의 365일 보안 관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지원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경우 좀 더 쉽게 핀테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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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제이씨원 영문명 JC1

대표자명 신종호 설립일자 2004. 04. 26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1703호

홈페이지 jc1.co.kr 이메일 yrcho@jcone.co.kr 대표번호 02-3444-4660

담당자 연락처 02-6299-5918 담당자 이메일 yrcho@jcone.co.kr

종사자 수 62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전자계약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기타

 기업소개  기업연혁

제이씨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솔루션 기업이다.

그린 IT 기술을 개발하여 녹색 기술인증을 
받았으며, IT이노베이션 대상, WIS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페이퍼리스 솔루션, 역사콘텐츠관리 솔루션, 
녹취통합 백업솔루션, 콘텐츠 아카이빙 솔루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클라우드 전자계약 솔루션 
‘이싸인온(eSignon)’을 출시했다. 

‘이싸인온’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2018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태국 3개국 4개 업체와도 판매 계약을 
맺었다.

2004. 04.

(주)제이씨원 설립

2005. 07.

특허청 제이씨원 서비스표 등록증 획득

2009. 06.

MDT Integrator GS 인증 획득

2012. 06.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인증’ 획득

2013. 11.

I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수상

2014. 0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6. 10.

Hi SmartⓔForm GS인증

2017. 12.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2018. 06.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

 제휴기관

CPI Outsourcing(필리핀), SDM(말레이시아), Xplink(태국)

제이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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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제이씨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하는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제이씨원의 클라우드 전자계약 솔루션 'eSignon(이싸인온)'은 클라우드 전자계약 솔루션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 없이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기 때문에 선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면/비대면 모두 계약이 가능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계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종이문서 사용 시 드는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는 효과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eSignon 시스템이 계약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므로 운영 및 관리에 
편리성이 높은 솔루션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약문서 유실 위험을 낮춰주고 불필요한 업무 없이 
계약에만 집중 가능해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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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제이투씨 영문명 J2C Co., Ltd.

대표자명 김유정 설립일자 2015. 09. 1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 A동 12층

홈페이지 www.jtwoc.com 이메일 olivekim@jtwoc.com 대표번호 031-724-2568

담당자 연락처 010-7208-9492 담당자 이메일 olivekim@jtwoc.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억 1,500만원

주요 서비스 홍채인식 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제이투씨는 2015년 광학, 광로 설계의 18년 
경력의 대표이사 김유정과 LG그룹에 12년 근무와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정길수 CTO가 설립한 
홍채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 
입니다. 

홍채인식기의 가격과 성능의 70% 차지하는 광학 
부품(카메라 모듈, IR-LED 모듈)을 자체 개발하여 
인식률을 향상 시켰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총 18건(국내 13건, 해외 5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 
7년간 110억원/년), 인도 인증은 2020년 0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에 첫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 09. 제이투씨 설립

2016. 12. 융복합 R&D 지원과제 선정
- 과제 총금액 9억5천

2017. 08. 벤처기업인증 획득

2018. 03. 인도 MDI사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 금액 7년간 연 60억원

2018. 04. 인도 MDI사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 금액 7년간 연 30억원

2018. 06. 해외구매조건부 R&D 지원과제 선정
- 과제 총금액 7억5천

2018. 07. 인포뱅크로부터 1억5천 투자유치

2018. 08. TIPS 지원과제 선정-과제 총금액 7억2천

2019. 05. 인도 MDI사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 금액 7년간 연 16억원

2019. 05. 터키 에로홀딩스와 물품공급LOI체결
- 금액 3년간 연 5억원

2019. 07. 인포뱅크로부터 3천 투자유치

2019. 11. 베트남 CHAINOS사와 샘플 납품 
MOU 체결

 제휴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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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휴대용 단안 홍채인식기는 북두칠성의 첫번째 별에 이름 따서 Alkaid로 명명했다.
Alkaid는 자체 개발한 광학부품(카메라 모듈, IR-LED 모듈)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선명한 홍채 이미지를 
30cm에서 지름1cm의 홍채를 260픽셀로 빠르게 캡처하여 홍채 이미지를 홍채 알고리즘에 전달하는 
디바이스이다.
Alkaid 안에는 Orion(카메라 모듈)과 Sirius(IR-LED 모듈), 자체 개발한 광학 부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식률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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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피터코퍼레이션 영문명 ZOOPITER Corp.

대표자명 명윤호 설립일자 2012. 08. 2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홈페이지 www.zoopiter.co.kr 이메일 yoonho@zoopiter.co.kr 대표번호 02-333-3140

담당자 연락처 02-333-3140 담당자 이메일 yoonho@zoopiter.co.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비대면 펀드운용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주피터코퍼레이션은 비대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초소액부터 별도의 지점방문 없이, 소비액의 
일정비율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를 등록해 소비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도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비대면 
펀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주피터가 서비스하고 있는 ‘와카노’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차 분쟁을 
줄이기 위한 프리미엄 운전자 안심번호 서비스로, 
수신 중 자동차와 관련된 전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050 주차안심번호를 이용해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 유출을 방지하며 사생활 
보호, 보이스피싱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재중 
전화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전화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준다.

앞으로는 ‘050’ 전화알림 기술을 기반으로 150만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업자를 위한 ‘050 
소상공인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2.

법인 설립

2015. 06.

주피터코퍼레이션, 모바일게임 SNS ‘게임버스’ 
구글 플레이 출시

2016. 01.

운전자 안심번호 서비스 ‘와카노(WHACANO)’ 출시

주피터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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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는 비대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주피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의 일환으로 거스름돈을 앱을 통해 소액부터 펀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를 등록해 소비액의 10%를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도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비대면 
펀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와카노(WHACANO)’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차 분쟁을 줄이기 위한 프리미엄 운전자 안심번호 
서비스로 수신 중 자동차와 관련된 전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서비스다. 050 주차안심번호를 이용해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 유출을 방지하며 사생활 보호, 보이스피싱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재중 전화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전화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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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머니트랜스 영문명 Gmoneytrans

대표자명 김종무 설립일자 2016. 01. 1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05-2

홈페이지 www.gmoneytrans.com 이메일 jmkim@gmoneytrans.com 대표번호 02-2289-1200

담당자 연락처 02-2289-1200 담당자 이메일 jmkim@gmoneytrans.com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20억 6,000만원

주요 서비스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지머니트랜스는 모바일 기반 실시간 해외 
송금서비스 업체입니다.

현재 50여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6. 01.

법인설립

2017. 10.

일본 시티익스프레스 자본유치(1,000백만원)

 제휴기관

신용보증기금

지머니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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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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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속가능발전소 영문명 Whosgood

대표자명 윤덕찬 설립일자 2014. 05.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8층 106호

홈페이지 whosgood.org 이메일 info@whosgood.org 대표번호 050-5684-4968

담당자 연락처 050-5684-4968 담당자 이메일 kate.park@whosgood.org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6,400만원

주요 서비스 기업 비재무 리스크 정보 
제공, 금융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지속가능발전소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재무(ESG) 분석정보는 재무정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분하여 
"ESG"라고도 불리우는데, 분석을 통해 비정형화된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정형화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고급 정보 중 하나입니다. 

비재무(ESG) 분석정보는 국내외 애널리스트, 
증권사에서 투자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보험·은행에서의 분석자료, 
증권사에서 개인고객 제공 리포트, 금융시장에서 
기업 밸류에이션의 리스크 할인율 적용을 위한 
근거 등, 비재무 리스크 관리, 평판리스크 
관리·분석,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 지속가능여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AI 및 비재무 기반의 
지속가능성 신용평가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리스크 
수준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4. 05. 지속가능발전소 설립

2015. 10. 세계 은행(WORLD BANK)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2015. 12. UN PRI 가입, 미국 지사 설립

2016. 10. 후즈굿(Who's Good)서비스 런칭

2016. 10. KOSCOM 오픈 API플랫폼 기반 핀테크 
          서비스 공모전 대상

2016. 11. NAVER 업무 제휴 체결 (네이버 금융 
         플랫폼에 비재무 정보 제공)

2016. 12.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300 
          (ICT 유망기업) 선정

2017. 02. D.CAMP D.DAY 우승

2018. 06. 매일경제 MOU 체결

2018. 0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표창장 수여, 
          신한은행 MOU 체결

2018. 10. ESG Incidents Analysis 서비스 론칭

2019. 0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2019. 08. 매경 핀테크 어워드 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제휴기관

네이버, 매일경제, 신한은행, 코스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화자산운용, FACTSET, Tsunagiba

지속가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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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퍼포먼스 분석 (Performance Analysis)
  기존 컨설팅 비즈니스로 클라이언트에게만 제공하던 정보를 누구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정보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전략 및 정책뿐만 아니라 회사의 ESG 수치들을 보여주며, 회사가 ESG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PDF 리포트는 싱가폴 
국부펀드(GIC)를 비롯해 18개국 111개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PI형태로 제공이 가능하여, 
네이버 금융 플랫폼에서 연간 1백만명, 누적 27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권사로는 최초로 
한화투자증권이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ESG 인시덴트 분석 (Incident Analysis)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상장사의 모든 뉴스를 분석, 사건사고를 추출하고,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매일 생성되는 95개의 뉴스데이터, 1만 개 이상의 기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입니다. 현 ESG 분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 의존하는 데이터 소싱으로, 부정적인 사건의 90%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ESG 평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건사고 및 리스크를 시의 적절하게 식별하고 분석하여 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신용평가 (Sustainability Credit Bureau)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속가능여신’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기업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지속가능여신’이란 ESG를 기준으로 사회공헌이 높고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은 매출 등 재무성과가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인데, 기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제도는 재무성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미흡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지속가능 기업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지속가능성 신용평가를 통해 
은행 등 금융사는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비재무적 건전성이 높은 건강한 중소기업들의 여신 기회를 늘리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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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엠씨랩스 영문명 GMC LABS

대표자명 권세영 설립일자 2019. 08. 0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WEWORK BIFC 11층

홈페이지 www.gmc-labs.com 이메일 goodman.company.kr@
gmail.com 대표번호 010-7302-5314

담당자 연락처 010-7302-5314 담당자 이메일 goodman.company.kr@gmail
.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AI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금융 및 

가상자산 통합 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지엠씨랩스(GMC LABS)는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AI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여 자체 투자플랫폼을 
구축했고, 누구나 쉽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쉽고 간편한 통합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재테크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7. 10.

GMC 설립 및 국내 거래소용 자동매매알고리즘 개발

2018. 08.

디지털자산 선물 상품 전용 AI로보어드바이저 개발

2018. 11.

A-NEX(블록체인 보안전문 업체) 전략 제휴

2018. 12.

WION(블록체인 전자지갑 개발사) 전략제휴

2019. 08.

부산 국제금융지구(BIFC) U-SPACE 입주

2019. 08.

지엠씨랩스(GMC LABS) 설립

2019. 09.

시리우스(SIRIUS) 투자플랫폼 개발

2019. 09.

부산시와 MOU체결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기술
분야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2019. 10.

통합자산관리플랫폼 타우스르(TAURUS) 개발

 제휴기관

가비아, 아마존웹서비스

지엠씨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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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통합자산관리플랫폼 타우르스(TAURUS) 어플리케이션]

 1. 은행계좌 통합관리: 이체/간편송금/예·적금 관리

 2. 간편결제 지원: 온라인/오프라인/플랫폼 내 사용

 3. 맟춤형 투자관리: 가상자산 펀드마켓 및 기존 투자상품(P2P/부동산) 서비스 제공

 4. 가상자산거래취급소 통합관리: 사용자가 가입한 거래소를 통합조회하여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 조회/입출금/ 
시세조회 및 매매서비스를 제공. 

 5. 원스톱 가상자산구매 서비스: 거래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쉽게 원하는 코인(현재는 BTC만 가능)을 구매할 
수 있다. 가상자산 펀드마켓에 투자하기 위해 구매한 코인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6.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서비스

▶ [시리우스(SIRIUS)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

 2018년부터 프라이빗 B2C를 대상으로 하여 AI로보어드바이저 자동매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내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시장 변동 예측 알고리즘(LEO ALPHA)을 완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해외거래소에도 적용, 선물 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아비트리지 알고리즘(GEMINI)도 함께 개발, 자동매매시스템에 통합하여 시리우스 통합 서비스를 선보였다. 
 (투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R&D에서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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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오라인 영문명 Geo-Line Co., Ltd.

대표자명 조성규 설립일자 2014. 05. 21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D동 3층 KMV9

홈페이지 geo-line.com 이메일 info@geo-line.com 대표번호 02-1522-5760

담당자 연락처 070-4760-1178 담당자 이메일 sunggyoo.geo@geo-line.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2억 200만원

주요 서비스 전기자동차 자동결제 
이동형 충전시스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지오라인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연계하는 
개발 전문 업체다.

지오라인에서 선보인 지오라인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기에 계량기와 이동통신 전화 모뎀을 장착해 
사용자가 어느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충전했는지 알려주는 충전 시스템이다.

지오라인은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충전기를 도난 방지 기능을 갖춘 전용 
콘센트(SPSS)에 꽂기만 하면 충전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플러그앤드 페이’(Plug & Pay) 
기술이다. 충전 솔루션 콘센트가 이동형 충전기를 
거쳐 중앙 서버와 모바일로 통신해 인증된 
충전기에만 전기를 허용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특허 기술이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8년 한국전력공사 K-에너지스타트업으로 
선정되었다.

2014. 05.

㈜지오라인 설립

2015. 05.

한국전력공사 MOU 체결

2016. 02.

중소기업진흥공단 성장공유형 자금 유치

2017. 1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8. 05.

한국전력공사 K-에너지스타트업 선정

2019. 03.

해외수출 개시

2019. 04.

국내시장 출시

 제휴기관

한국전력공사, KB금융그룹

지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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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지오라인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 전문 업체로,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원 및 전기자동차 인프라네트워크 
연구소장 등 전기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이 설립했다.
도시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문제를 이동형 전기 주입과 보안이 가능한 
콘센트만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으며, 관련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오라인은 이동통신형 모뎀과 전기계량기가 통합된 장비를 개발해 그동안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충전소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장기간의 관련 산업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독창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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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인슈 영문명 G-insu Co., Ltd.

대표자명 정정희 설립일자 2018. 07. 1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7층 715호

홈페이지 http://www.goodinsumall
.com/ 이메일 enigma@g-insu.com 대표번호 02-6082-9405

담당자 연락처 02-6082-9405 담당자 이메일 enigma@g-insu.com

종사자 수 12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광고대행업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지인슈(G-insu)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린 인재가 모인 
곳(Good People), 일의 자긍심과 고객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좋은 세상을 연결하는 곳(Good 
Connetcting)입니다.

지인슈는 소비자가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알지' 서비스를 통해 비교견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07.

(주)굿인슈몰 설립

2018. 11.

사명변경(굿인슈몰 → 지인슈)

2019. 04.

벤처기업인증

2019. 06.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선정

2019. 12.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알지' 출시

 제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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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동종업계의 기존 관행은 인터넷 등에 “무료비교견적”, “실시간비교견적” 등의 호객성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을 
각 보험사에 단순 전화연결(호전환)을 통해 영업을 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입니다.
지인슈는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SNS 기반의 인공지능(AI)챗봇 “알지”를 통해, 새로운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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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직뱅크 영문명 ZIKBANK Inc.

대표자명 김진 설립일자 2016. 04. 2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F

홈페이지 https://zikpay.com 이메일 jin@zikbank.com 대표번호 02-400-9020

담당자 연락처 02-400-9020 담당자 이메일 jin@zikbank.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직페이_안심대체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직뱅크는 결제시스템과 금융 빅데이터 구축 
특허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으로 기업과 
소비자(B2C), 기업간(B2B) 용역거래에 특화된 
“직페이” 안심결제시스템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새로운 결제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

직뱅크의 결제솔루션은 현금과 약속어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갑질이나 결제 
지연으로 발생되는 미수금 방지, 파산으로 인한 
연쇄부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제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2016. 04.

법인설립 / 특허2건출원(PCT)

2016. 08.

해당사업모델 전자금융업 가능여부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2016. 11.

사업모델 특허 2건 등록(결제솔루션, 금융 
빅데이터구축)

2017. 12.

대한민국환경문화공헌대상(4차산업성장혁신부문)

2018. 03.

직페이결제솔루션 구글플레이스토어 런칭(베타)

2018. 10.

하노이 핀테크 데모데이(베트남)

2019. 01.

NH농협은행 자금예치사업 업무협약 (직페이 서비스 연계)

2019. 03.

NH농협은행 - 위탁테스트

2019. 0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2019. 10.

2019' 글로벌 금융대상(간편결제부문)

2019. 10.

서울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제휴기관

NH농협은행

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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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직페이 - 용역거래 안심결제시스템 (현금 및 약속어음 대체 / B2B, B2C, B2G)
건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용역거래가 가능한 결제솔루션입니다. 
용역거래는 한 건의 계약이 생성되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재구매와 함께 각 공정에 맞는 협력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상위 업체가 잘못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금이나 어음결제가 대부분이며, 특히 현금은 한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사기나 먹튀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많이 발생하고, 갑질이나 결제지연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악성채권이 되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도산으로 내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금결제의 문제점과 약속어음의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간편한 거래방식으로 
발주자나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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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집펀드 영문명 ZipFund

대표자명 남성태 설립일자 2015. 12. 31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KG타워 10층

홈페이지 www.zipadvisor.co 이메일 zipman@zipfund.co 대표번호 02-553-6369

담당자 연락처 02-553-6369 담당자 이메일 zipman@zipfund.co

종사자 수 10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부동산 데이터 및 솔루션, 
담보대출심사 및 자산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집펀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을 
통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심사솔루션과 
개인들에게 AI부동산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 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1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SBI저축은행 담보심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T의 공식 비지니스 파트너로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 부동산 비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12. 설립

2016. 12. K-Global 300기업 선정 (트리플넷소프트)

2017. 05. DB-Stars 4기 선정 (데이터진흥원, 
          트리플넷소프트)

2017. 11.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Angel프로그램 
          (디캠프입주)

2018. 05.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인터넷진흥원)

2018. 07. KT (공모전 최우수상) 비지니스 파트너 
          선정 및 KT인공지능연구소 협업

2018. 08. 한화금융그룹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 
          '드림플러스63' 선정

2018. 0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Champ 
          Collaboration 선정

2018. 09. 금융위원회 1차 지정대리인 선정 
          (SBI저축은행)

2018. 11. 홍콩 프롭테크사 'Fonto Holdings'와 
          자동가치평가모델 기술 MOU체결

2018. 11. 투자유치 (SJ투자파트너스, 우미건설)

2019. 05. 세계최초 AI부동산 비서 서비스출시 
          (집비서)

2019. 05. 지정대리인 담보심사 위수탁계약체결 
          (SBI)

2020. 01. 담보심사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 ZipData 출시

 제휴기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데이터진흥원, 디라이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 KT, SBI저축은행

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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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담보대출 심사자동화 솔루션 [B2B]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업무를 자동화 RPA솔루션으로 구축하여 비대면 온라인뱅킹 
환경에서 real time 디지털금융을 지원하며 수분 내에 동호수 단위의 개별 시세정보, 등기정보, 경매정보 및 
시장예측 시뮬레이션 등의 고성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기업의 과학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뿐 
아니라 투명한 금융정보를 고객에게 연결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부동산 비서 [B2C]
개인들의 자산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투자와 금융의 관점에서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 PFM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적 투자분석 및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금융과 세금을 고려한 대안제시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상황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부동산 정보를 국내 최대 
인공지능스피커 KT기가지니의 '집비서'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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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천명소프트 영문명 CMSOFT Co., Ltd.

대표자명 이종훈 설립일자 2008. 02. 2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94 (양재동 세진빌딩) 5층 

홈페이지 www.cmsoft.co.kr 이메일 cmsoft@cmsoft.co.kr 대표번호 02-3463-3052

담당자 연락처 010-9430-6991 담당자 이메일 hashin@cmsoft.co.kr

종사자 수 33명 자본금 3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종합감사정보 시스템
(SMARTPlus)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천명소프트는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평가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BI(Business Intelligence)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다.

천명소프트는 금융, 공공, 일반 기업에 대한 부정 
거래 탐지 시스템,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다.

금융, 공공, 기업의 감사 업무를 포괄하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 기능화해 감사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감사 정보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리스크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다양한 내부 업무 실시간 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현재 스마트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다.

2008.

회사 설립

2009.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SMARTPlus 외 6건)

2010.

산학연 기술과제 선정
(차세대 지능형 감사 시스템)

2010.

특허 등록 1건(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 감시) 
및 출원 2건

2014.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SMARTFds 외 4건)

2015.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딥러닝 기술 기반 FDS 연구개발)

2017.

산학 공동 기술개발 사업 과제 선정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지원)

 제휴기관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생명, 신한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카드, 현대해상, KT, MG손해보험, SPC, 
STX

천명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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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천명소프트는 기업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스마트FDS(부정 거래 탐지 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단말기 정보, 
IP주소,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이상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위험도별 차등 대응, 대응 방법 조정, 조기경보 알람, 정상 거래 패턴 반영, 대시보드 기능, SMS·콜센터 연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업무현황 및 통계, 메뉴 및 프로그램 관리, 사용자 및 그룹 권한 관리, 암호화 알고리즘 
등의 특징을 갖췄다.
준법감시 시스템(SMARTCompliance)은 준법 감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준법 업무 프로세스 및 
점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효과적 준법, 법무 서비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일상 업무 사전 감시 및 내부 통제 자가 점검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실효적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종합 감사정보 시스템(SMARTPlus)은 금융, 공공, 기업의 감사 업무를 포괄하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 
기능화해 감사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감사 정보 통합 솔루션이다. 특히 리스크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해 다양한 내부 업무를 실시간으로 추적S·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적발하는 사고 
예방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전체 라이프사이클은 물론 자산 운영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준다.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모듈로 듀얼 
NFC, RFID 등의 위치 기반형 전자칩을 적용해 모바일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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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천사펀딩 영문명 1004Funding

대표자명 신송운 설립일자 2015. 11. 0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F-8095

홈페이지 www.1004funding.com 이메일 admin@1004funding.com 대표번호 02-1588-6023

담당자 연락처 02-6275-1024 담당자 이메일 info@yinc.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천사펀딩은 P2P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업체다.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대출 회사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권의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투명하고 따뜻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구축한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켜 P2P 펀딩 시장을 선도하려는 
것이 목표다.

천사펀딩은 2007년 오프라인에서 먼저 투자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2015년 제정된 크라우드 
펀딩법에 따라 개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담보 
가치로 활용하는 대출형 투자 상품과 P2P 상품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또는 은행과 제휴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안전성을 갖추고 NICE신용평가를 
이용해 대출자와 투자자 간의 신뢰성을 
구축해나가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2015. 11.

회사 설립

2015. 11.

P2P금융서비스 플랫폼 운영

2015. 12.

재테크 포털 금융정보 온라인 사이트 제휴

2016. 05.

법무법인 참벗, 법률사무소 다산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2016. 11.

우진아이앤피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2016. 11.

보이스스타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제휴기관

나도사장님, 세틀뱅크,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천사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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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천사펀딩은 P2P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사펀딩은 금융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객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주요 투자 서비스로는 천사 프로젝트가 있다. 천사 프로젝트는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형 대출채권을 
운영하고, 담보자산으로 기업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근저당, 자동차, 주식을 활용해 안전한 형태의 
대출채권으로 평가받는다. 투자(대출)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어 기간 분산이 가능하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천사 대출이 있다. 천사 대출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수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시키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말한다.
세틀뱅크와 온라인 자금수납 관리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업 CMS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금융 투자 및 수익금 지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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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체인지포인트 영문명 changepoint

대표자명 이동현 설립일자 2019. 06. 24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11층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changepoint.kr 이메일 help@changepoint.kr 대표번호 02-6285-0085

담당자 연락처 02-6285-0085 담당자 이메일 yspark@changepoint.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환전업,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환전업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체인지포인트는 2019년 6월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세상 어디서나 간편한 여행자 
금융"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자 금융 중에서도 환전, 그 안에서도 
외국 동전 환전을 첫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후에 남은 외국 동전을 
환전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하신 
분은 적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체인지포인트는 
외국동전을 쉽게 환전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차후 무인 키오스크와 연동된 모바일 앱 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체인지포인트는 해외 여행자 분들이 조금 더 여행 
경험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18. 11.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2019. 04.

'인천국제공항 여행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

2019. 06.

법인설립

2019. 08.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공헌 협약

2019. 08.

'굿네이버스' 사회공헌 협약

2019. 08.

'WWF' 사회공헌 협약

2019. 09.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공헌 협약

2019. 09.

'디자인진흥원 온라인 제조서비스 지원사업' 협약

 제휴기관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체인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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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체인지포인트는 외국동전을 손쉽게 환전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외국동전을 환전해주는 은행은 한정적이며, 환전 시에도 50%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체인지포인트의 무인 환전기기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공항과 공항철도에 설치된 환전기기에 외국동전을 넣으면, 한화로 환전된 금액이 나의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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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카고뱅크 영문명 CargoBank

대표자명 정인태 설립일자 2018. 03. 06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4 기업연구관 5층 503호

홈페이지 www.cargobank.io 이메일 citymir@naver.com 대표번호 055-221-2455

담당자 연락처 055-221-2455 담당자 이메일 rkdye@naver.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8,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및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카고뱅크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입니다.

2015년 5월 특허 등록 이후, 4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운송서비스 
'카고뱅크'를 개발,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고뱅크는 화물을 운송하는 기술부분과 운송료를 
결제대행하고 관리하는 금융부분이 결합한 핀테크 
화물정보망입니다.

카고뱅크는 기존 화물운송업계의 문제점인 화물 
운송료 결제의 장기화, 아날로그 방식의 운송료 
청구방법과 종이서류관리, 실시간 화물위치 파악의 
어려움 등 육상운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원클릭으로 전자문서를 통하여 운임을 청구, 
문서를 관리하고 운송료를 선지급하여 물류 
관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7. 12.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수상

2018. 0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2018. 12.

벤쳐기업 인증 및 본사이전

2019. 03.

우리은행 디노랩(위비핀테크랩 4기) 최종선정

2019. 05.

기업은행 창공(부산 1기 혁신 창업기업) 최종선정

2019. 06.

상호변경 (주)카고뱅크

2019. 06.

지점설립(부산 문현동(금융단지) BIFC 2단지 13층 103호)

2019. 06.

2019년 K-Global스타트업 공모전 합격

2019.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휴기관

기업은행, 우리은행

카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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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카고뱅크는 기존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운송료 결제 장기화 문제를 해결
   카고뱅크가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를 결제 대행하여 기존 평균 30~90일의 결제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2. 운송료 청구방법의 번거로움을 개선
   차주는 전자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카고뱅크 어플에서 원클릭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화물위치의 확인과 화물관제가 가능
   화주와 주선사업자는 운송중인 화물의 실시간 위치와 운송된 궤적을 확인 가능합니다.
카고뱅크(Cargo Bank)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화주, 주선사업자, 차주(화물자동차 운전자) 모두 윈윈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류 관계자분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효과는 물론, 국가물류 경쟁력을 상승시켜 글로벌 물류 중계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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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카사코리아 영문명 kasa korea

대표자명 예창완 설립일자 2018. 04. 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19층

홈페이지 www.kasa.co.kr 이메일 contact@kasacorp.com 대표번호 02-6203-1472

담당자 연락처 02-6203-1472 담당자 이메일 shannon@kasacorp.com

종사자 수 35명 자본금 20억 700만원

주요 서비스 부동산유동화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카사코리아는 누구든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혁신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거래소’입니다. 

오피스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펀드 및 리츠 등 사모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극히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카사코리아는 누구나 전세계 모든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사코리아는 금융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으로서, 그 중에서도 
부동산(Property) 기술에 특화된 
프롭테크(Proptech) 스타트업입니다. 2019년 5월 
2일 한국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 04.

카사코리아 설립

2019. 0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K증권 

카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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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사에 처분신탁해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신탁사는 안전하게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유동화증권, 즉 ABS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ABS, 즉 DABS를 발행합니다.

▶ DABS의 소유자는 월 임대료에 따른 임대수익과, 사고팔 때 주식처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로, 누구나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많은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게 되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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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카카오페이 영문명 kakaopay

대표자명 류영준 설립일자 2017. 04. 0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2층

홈페이지 https://www.kakaopay
.com/ 이메일 mirko.seol@kakaopaycorp

.com 대표번호 032-1644-7405

담당자 연락처 010-9308-5594 담당자 이메일 mirko.seol@kakaopaycorp.com

종사자 수 478명 자본금 94억 9,400만원

주요 서비스 송금, 투자, 보험, 청구서, 
인증, 멤버십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출범한 카카오의 
테크핀 전문 자회사로, 단순한 결제를 넘어 
카카오톡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왔다.

2014년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기존 금융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 생활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여 왔으며, 최근 투자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누구에게나 열린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7년 2월 글로벌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모회사 앤트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모바일 금융 
생태계의 성장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4. 09.

지급결제 서비스 출시

2016. 02.

EBPP 서비스 ‘카카오페이 청구서’ 출시

2016. 04.

간편 송금 서비스 출시

2017. 01.

지급결제 API 공개

2017. 02.

앤트파이낸셜 2억달러 투자 유치

2017. 04.

카카오페이 독립 법인 출범

2017. 06.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출시

2018. 09.

누적 가입자 2,000만명 돌파

2018. 09.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2조 원 돌파

2018. 10.

‘카카오페이 멤버십’ 가입자 500만 명 돌파

2018. 12.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3조 원 돌파

 제휴기관

신한은행, 알리페이, 우리은행, 인터파크, 카카오뱅크,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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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결제 : 2014년 출시한 국내 최초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결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머니,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정보 입력이나 본인 확인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미리 
등록한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결제할 수 있다.

 - 매장결제 : QR코드/바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페이머니로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생성된 
QR코드/바코드를 매장 리더기로 스캔해 결제를 완료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결제 내용 등이 안내된다.

 - QR결제 : QR송금을 소상공인이 수수료 없이 손쉽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서비스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의 QR코드를 스캔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말기 구입 및 관리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페이카드 : 선/직불 결제 카드로, 연결된 금융 계좌에서 충전한 카카오페이머니로 전국 모든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특정 기관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계좌를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지급결제 서비스와 호환되어 온라인 이용도 용이하다.

 - 송금 :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나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현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와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결한 후, 필요한 현금을 카카오페이머니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 투자 : 어렵고 불안했던 기존 투자와 달리 카카오톡 안에서 카카오페이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서비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내부 전문 심사 인력이 엄선한 상품을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외에도 멤버십, 청구서, 인증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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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케이디펀드 영문명 kdfund

대표자명 유병회 설립일자 2016. 07. 2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8, 2층

홈페이지 http://kdfund.co.kr 이메일 jooheejin2@naver.com 대표번호 02-776-7911

담당자 연락처 02-776-7911 담당자 이메일 jooheejin2@naver.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투자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케이디펀드는 부동산 담보 상품 / NPL관련 
대출상품 / PF성대출상품 / 신용대출 등 종합 
온라인 투자/대출 플랫폼입니다.

차입자는 보다 좋은 금융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KD펀딩은 영업, 심사, 추심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대안 금융의 성공을 위하여, 오랜 
투자 경험과 다양한 위기관리 능력을 융합한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설계하였습니다.

2016. 07.

설립

 제휴기관

국두대부 주식회사

케이디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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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태양광발전소 제2호] 가평 시현1호 태양광발전소
상품종류:건축자금 / 자금용도:시설 설치 / 모집금액: 1억2천만원 / 투자수익율: 연12%

▶상환안정성 검토
- 채권보전 : 가족(처) 명의 토지(전) 1.200평 근저당 설정, 양도담보(태양광설비 일체) 제공 동의서 징구
- 사업안정성 검토서류 : 개발행위허가서, 건축허가서, 한전계통연계신청(납부영수증) 징구, 유치권포기각서 등 징구

▶본 투자 상품의 특징
- 연 12% 로 업계 최고의 수익률
- 4개월 이내 상환
- 시공 실적우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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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케이에스넷 영문명 KSNET

대표자명 오필현 설립일자 1999. 12. 3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9, 3층(제일빌딩)

홈페이지 https://www.ksnet.co.kr/ 이메일 kseasypay@ksnet.co.kr 대표번호 02-1544-4700

담당자 연락처 02-3420-6958 담당자 이메일 pjs@ksnet.co.kr

종사자 수 220명 자본금 68억원

주요 서비스 VAN, PG, 펌뱅킹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KSNET은 카드VAN, 금융VAN, 지불결제(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결제서비스 
회사이다.

이중 금융VAN은 공사 및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핀테크 업체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제휴되어 
있으며, 시중 20개 은행, 2개 인터넷 은행, 11개 
증권사, 8개 카드사와 연동되어 원화/외화 펌뱅킹, 
가상계좌, 법인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펌뱅킹은 은행 거래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핀테크 기업 및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기업 
등에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및 ARS자동이체동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카드 
서비스와 통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원인증을 통한 간편출금동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1994. 08. 한국결제정보(주) 설립

1994. 12. 금융VAN 서비스 오픈

1999. 08. (주)케이에스넷 설립

2010. 12. 뱅킹플러스 서비스 오픈

2012. 03. 통합자금관리솔루션 오픈

2013. 07.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4. 02.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2017. 08. 중국간편결제 위챗, 알리페이 오픈

2017. 11. ARS출금동의 서비스 오픈

2018. 03. 재해복구센터 구축

2018. 08. 법인카드관리(K-Bizcard) 서비스 오픈

2018. 11.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오픈

2018. 12. PG 간편가입 신청 플랫폼 MINT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알리페이, 위챗페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화생명, DB생명, KT, SKT, 
11번가

케이에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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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KSNET은 카드결제, 전자결제, 전자금융 등 지급결제 전 부문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 
전문회사입니다.
KSNET에서 지원하는 VAN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가맹점에서 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때, 고객의 신용 및 한도를 체크하여 결제를 승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지불서비스(PG)인 KSPAY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와 국내 카드사, 은행을 하나로 연결하여 
인터넷지불의 핵심인 보안을 기본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anking VAN 서비스는 금융 전반의 업무를 전문 및 파일 형태로 중계하고, 의뢰 및 처리된 데이터를 
재무/회계/고객관리 등과 연계, 전산화하여 일련의 자금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화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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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케이에스에이엔피 영문명 KSANP

대표자명 이호철 설립일자 2012. 07. 23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1, 5층 

홈페이지 www.ksanp.com 이메일 ksanp@anpvan.com 대표번호 1899-0015

담당자 연락처 1899-0015 담당자 이메일 ksanp@anpvan.com

종사자 수 38명 자본금 110억원

주요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중계업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케이에스에이엔피는 2012년 신용카드 결제 
중계업을 시작하여,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VAN(Value Added 
Network) 자체 건수 250만 건을 달성하였다.

2015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대상으로 
제공하던 금융서비스 "물품대금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 '론25'라는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직장인 
대상 "직장인신용대출", 기업과 일반인 대상 
"마이너스통장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밥코드'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전자외상장부서비스는, 수기로만 작성하던 
외상장부를 직원들의 휴대폰 바코드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에 
결제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외상장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전자외상장부서비스의 전파를 가속화시켰다. 

2012.

KSNET 자회사로 출범

2015.

밥코드, 물품대금서비스 오픈

2016.

운영자금대출, 창업자금대출 오픈

2017.

VAN 자체건수 200만 건 달성

2018.

VAN 자체건수 250만 건 달성

2019.

대출상품 론25 론칭

케이에스에이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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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케이에스에이엔피는 포스장비 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해왔던 케이에스넷의 자회사로 신용카드 결제 
중계서비스(VAN) 외 금융서비스 '론25'와 전자외상장부서비스 '밥코드'를 선보이고 있다. 론25는 
본사-가맹점간의 원활한 물품대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출서비스인 '물품대금서비스'와 당사 가맹점의 
자금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대출', 그 외 직장인 대상 상품 '직장인신용대출', 일반인/기업 대상 상품 
'마이너스통장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대출서비스다. 
밥코드 서비스란 직장인들이 식당 이용 후 수기로 작성하던 외상장부를 임직원 휴대폰 바코드 인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누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기업 담당자도 직원들의 외상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식당점주는 내역 확인 후 외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실시간 사용자 및 식대 확인이 가능하며, 식대한도 설정이 용이하다. 식권제작이나 장부 없이 식당별 기업 
식대 정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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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나아이 영문명 KONA I Co., Ltd.

대표자명 조정일 설립일자 1998. 03. 1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홈페이지 https://konai.com/ 이메일 helpdesk@konai.com 대표번호 02-2168-7500

담당자 연락처 02-2168-7500 담당자 이메일 helpdesk@konai.com

종사자 수 355명 자본금 77억 7,900만원

주요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나아이는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및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IT기업으로 1998년 
설립 이래 도전과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내 최초 버스-지하철 통합 교통카드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며 전자화폐 산업을 선도해왔으며, 
자체 개발한 IC칩 운영체제(COS)를 바탕으로 
국제결제표준(EMV) 규격을 획득하여 
코나(KONA)라는 브랜드명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칩 사업 외에 세계 최초 개방형 
모바일/IC 결제 플랫폼 ‘코나카드’를 선보여 일반 
소비자, 정부·기관 및 기업에 서비스하면서 핀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나아이는 코나카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여 
지역화폐 사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코나아이는 현재 자체 
개발한 IC칩 운영체제(COS)를 기반으로 통신, 금융,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IC칩 관련 사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 결제, 
인증, 보안, 동영상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핀테크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98. 03. KEBT(코나아이 전신) 설립

2000. 국내 최초 버스/지하철통합 '하나로 교통카드 
      시스템' 상용화

2001. 코스닥 상장

2003. 글로벌 스마트카드 COS 플랫폼 자체 개발

2004. 국산 자바카드 코나 부산은행 첫 공급

2004. 3G/4G USIM카드 개발 및 보급

2005. 현금 IC 애플릿 금융결제원 품질 인증 획득

2005. IC카드 EMV(국제표준규격) 인증 취득

2006. 자사 개발 COS 탑재 IC칩 및 스마트카드 
      공급(국내 1위)

2007. 세계 최초 Combi USIM 개발 및 상용화

2011. 지식경제부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2012. 04. 코나아이(KONA I)로 사명 변경

2013. 글로벌 시장(태국, 중국, 북유럽) 진출 확대

2014. 1억불 수출의 탑 수상(전 세계 90개국 500개 
      거래처)

2017. 국내 최초 선불형 IC카드 '코나카드' 출시

2018. 국내 최초 IC카드형 지역화폐 '인처너'카드
      (현 '인천e음'카드) 발행

2019. 경기지역화폐 28개 시군구 사업자 선정

2019. 경남 양산,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등 
      지역화폐 확대

2019. 06. 혁신금융서비스(계모임 플랫폼 서비스) 선정

2019. 09. '인천e음'카드 누적 결제액 1조원 달성

 제휴기관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및 도내 28개 시군, 다이너스클럽,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스터카드, 부산광역시 동구, 
비씨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큐온캐피탈, 오라클, 유니온페이,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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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코나카드
  국내 최초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선불형 카드 서비스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하여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으며, IC 결제가 가능한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카드의 사용이 가능하고, 
코나카드 앱을 통해 카드 신청, 등록, 계좌 연결, 충전, 결제, 환불 신청, 이용내역 및 실적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선불형 전자지급수단 서비스입니다.

▶ 2. IC카드형 지역화폐  
  코나카드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화폐는 외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코나아이는 모바일 기반의 충전식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절감 및 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등 할인혜택 제공 및 복지수당 등 정책자금 지급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IC칩과 스마트카드 개발 및 제조
  1) 금융 분야: 스마트카드 금융거래의 호환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Europay, Mastercard, VISA가 만든 

EMV(국제결제표준)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IC칩과 
국내 최대 스마트카드 제조설비를 통해 생산한 스마트카드를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Display OTP: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카드형 OTP로, 
결제, 교통, 신분증 등 필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OTP카드와 OTP서버 모두 보유

   - 특수카드: 국내외 은행 및 정부기관에 결제, 교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메탈, 
쥬얼리, 친환경 나무,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카드 디자인에 구현하여 공급

  2) ID 분야: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IC칩 기반 ID카드와 이와 
연관된 솔루션 일체

  3) 통신 분야: 국내 및 세계 여러 통신사의 요구에 맞는 5G/NFC USIM 외 Embedded SE, NFC Micro SD까지 
모든 NFC 제품과 최적의 솔루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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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리아엑스퍼트 영문명 Korea Expert

대표자명 박규호 설립일자 1995. 03. 2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207호

홈페이지 www.koreaexpert.com 이메일 support@kei.co.kr 대표번호 02-2062-5555

담당자 연락처 010-8584-4344 담당자 이메일 sjlee@kei.co.kr

종사자 수 65명 자본금 3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IRUKEY-아이루키

(일회용ID기반사용자
인증솔루션)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리아엑스퍼트는 1995년 설립되어 최근 
일회용ID 기반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인증 
솔루션과 핀테크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일회용ID 기반 사용자 인증 솔루션 
IRUKEY(아이루키)는 금융, 공공, 제조, 민간기업 
등에 적용되어 기업의 편의성 제고,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등의 효과에 기여한 검증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리아엑스퍼트는 설립 당시 국내 최초 지식처리 
전문기업으로 출발, 국내대표의 EDM(전사적 
의사결정) 기업으로써 금융권의 여신심사시스템, 
보험사기방지 및 청약심사 시스템, 통합보안 
모니터링, 감사/심사 등의 기업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Business Application 
Package 공급 부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2005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인텔리전스대상 수상

전자신문 상반기 HIT 상품 선정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BRMS 기반 NexS3-프레임워크 발표

2006-2015

여신전략운용시스템, 사기방지/청약심사 시스템 발표

EDM Technology User Group Meeting Korea 개최

기업연구클러스터 기관 선정

ISO 9001 인증업체 선정

2016-현재

일회용ID 기반 사용자 인증 솔루션 IRUKEY(아이루키) 
출시

일회용ID 기반 인증기술 관련 TTA 기술보고서 채택

IRUKEY v1.0 GS인증 획득

두산, IBK기업은행,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더케이손해보험, 산업단지공단, 사학진흥재단, 월드비전 
등의 아이루키 납품

 제휴기관

더케이손해보험, 두산, 월드비전,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화생명, IBK기업은행, NH농협생명

코리아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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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코리아엑스퍼트의 ‘IRUKEY(Identity, Random, Unique Key, 이하 아이루키)는 사용자 인증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고정된 ID’로 인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일회용ID 기반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다.
아이루키는 모바일 앱에서 자동 생성된 일회용 랜덤코드로 사용자를 인증한다. 일회용 랜덤코드가 사용자를 
식별하는 ID역할을 하기 때문에, ID, P/W는 물론이고, OTP, SMS, ARS 등의 추가인증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다. 향후 IoT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아이루키만의 차별점이다. 
또한 사용자는 아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이 QR스캔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고, 인증을 위해 토큰, 카드 등을 
소지할 필요도 없다. 통신하지 않는 인증 방식으로 유출 및 해킹에도 안전하며, 건당 비용 없이 경제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아이루키는 다양한 공공, 금융기관에 ID 대체, P/W 대체, 공인/사설인증서 대체, OTP/SMS 대체 등의 
용도로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 제고, 보안 강화 등의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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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리아펀딩 영문명 KOREAFUNDING Inc.

대표자명 김해동 설립일자 2012. 04. 1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0, 2층

홈페이지 https://www.koreafunding
.co.kr/ 이메일 admin@koreafunding

.co.kr 대표번호 02-1833-9188

담당자 연락처 02-1833-9188 담당자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10억 4,600만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 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리아펀딩은 국내 최고의 주식담보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통하여 누적대출액 기준 업계 
TOP10에 랭크되어 있으며, 관련 특허만 출원 
40건, 등록 16건으로 업계 최다입니다.

주요 분야는 KONEX, K-OTC를 비롯한 비상장 
주식이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리를 통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P2P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P2P통합포털 어플리케이션 P2P스타, 
기업분석 리포트 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통합 
핀테크 플랫폼을 향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5. 11.

P2P금융 코리아펀딩 플랫폼 오픈

2016. 09.

한국경제 P2P금융몰 런칭

2017. 06.

P2P포털앱 P2P스타 출시

2017. 10.

벤처기업 등록

2018. 02.

누적 대출액 1,000억 돌파

2018. 10.

SBS CNBC와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업무 협약체결

2019. 10.

'2019년 소비자의 선택 P2P금융 서비스 부문 
5년연속 대상' 획득

2019. 11.

누적대출액 2,500억 돌파

 제휴기관

한국경제TV

코리아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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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코리아펀딩의 상품은 장외주식 20여년 경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자문사의 제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검증된 상품 중에서도 엄격히 선별해 펀딩을 진행합니다.
또한 투자한 상품에 대한 담보물의 주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펀딩은 그동안 기존 금융 기관에선 힘들었던 장외 주식에서의 현금 유동화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0~15%의 합리적 대출 금리로 간편한 온라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투자자에게는 담보를 통한 안정적 투자 구조를 토대로 리스크 대비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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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인원 영문명 Coinone

대표자명 차명훈 설립일자 2014. 02. 1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9층

홈페이지 https://coinone.co.kr/ 이메일 info@coinone.com 대표번호 02-1670-9756

담당자 연락처 02-1670-9756 담당자 이메일 jh@coinone.com

종사자 수 115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인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규모  거래소인 코인원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서버엔진, 노드 운영 등의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연결을 세상에 스며들게 
한다는 미션 아래, 코인원은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 02.

회사 설립

2015. 08.

데일리금융그룹(DFG) 투자 유치

2016. 07.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 오픈

2017. 09.

전세계 최초 블록체인 4D존 '코인원블록스' 오픈

2018. 04.

국내  거래소 최초 해외진출 '코인원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2018. 08.

코인원트랜스퍼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 취득

2018. 10.

 노드 수익 보상 서비스 '코인원노드' 오픈

2018. 1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9. 02.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27001 획득

2019. 08.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제휴기관

NH농협은행

코인원

가상통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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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거래소의 기준, 코인원

  뛰어난 UI/UX 거래 플랫폼 및 시세 모니터링 차트를 제공하여 유저 편의에 최적화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MTS에 준하는 보안솔루션 탑재로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 출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코인원 모바일 앱은 가격 및 체결 알림 바탕으로 언제나 
쉽고 편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유심 인증, 생체 인증, 비대면 본인 인증 도입으로 앱에서도 보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인원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ISMS / ISO27001 인증 획득을 통해 코인원의 보안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거래소 최초 사이버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전문적 보안 
컨설팅을 통해 주기적으로 구조적인 보안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으로 고객 자산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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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인원트랜스퍼 영문명 Coinone Transfer Inc.

대표자명 이상호 설립일자 2017. 09. 2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9층

홈페이지 www.crossenf.com 이메일 business@crossenf.com 대표번호 02-6275-4117

담당자 연락처 02-6275-4117 담당자 이메일 stephen@crossenf.com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13억원

주요 서비스 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인원트랜스퍼는 웹/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크로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은행송금 대비 최대 90% 저렴하며, 비대면 
인증과 간편송금을 앞세워 약 1.5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 09.

설립

2018. 08.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센스 취득

2019. 12.

월송금액 100억원 돌파

 제휴기관

리플

코인원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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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코인원트랜스퍼는 웹/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크로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은행송금 대비 최대 90% 저렴하며, 비대면 인증과 간편송금을 앞세워 약 1.5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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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인플러그 영문명 COINPLUG Inc.

대표자명 어준선 설립일자 2013. 10. 0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11층(백현동, 오피스에이치)

홈페이지 https://coinplug.com/ 이메일 admin-dept@coinplug
.com 대표번호 031-717-1597

담당자 연락처 031-717-1597 담당자 이메일 jsahn77@coinplug.com

종사자 수 58명 자본금 18억 7,600만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인플러그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솔루션도 선보이는 전문 업체다.

2014년 1월 설립된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비트코인 
전자지갑, 소액 송금 서비스, 문서 위·변조 증명 
시스템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활용한 10여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9월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CPDAX’를 개설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가상통화 
기술을 이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연구·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블록체인 특허 출원 
부문에선 세계 2위로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다.

2013. 10.

회사 설립

2014. 01.

비트코인 전자지갑 출시

2015. 12.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ICT 분야 유망 기업 
‘K-Global 300기업’

2016. 06.

코인플러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Fidoledger’ 출시

2016. 11.

KB국민카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인증 상용화

2017. 05.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Ethereum Enterprise Alliance) 가입

2017. 09.

디지털자산 거래소 ‘CPDAX’ 론칭

2018. 11.

CPDAX, ‘가장 안전한 거래소’ 4위 선정

 제휴기관

노틸러스효성, 미래에셋, 신한카드, 우리은행, BGF핀링크, DSC인베스트먼트, KB국민카드, TIM DRAPER

코인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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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코인플러그는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전자지갑, ATM, 기프트 
카드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인증, 문서 인증 모바일ID, 결제 플랫폼 등 인증 
플랫폼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를 위한 블록체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인플러그가 보유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137개이며, 그 중 50% 정도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대표적 특허로는 귀국하는 여행객이 보유한 외국 동전을 ATM 기기 자체에서 가상통화로 교환하는 특허 기술이 
있다.
코인플러그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CPDAX(Coinplug Digital Asset Exchange)에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지원한다.
프로페셔널 트레이딩 기능과 시세 알림 기능, 인플러그 전자지갑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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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코코아 영문명 Kocore Inc.

대표자명 이근영 설립일자 2009. 03. 12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305호

홈페이지 www.kocore.kr 이메일 wwwbomnal@kocore.kr 대표번호 1644-5154

담당자 연락처 010-8397-1991 담당자 이메일 coreanhope@naver.com

종사자 수 17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인터넷 장부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코코아는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 사업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업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코코아는 2016년부터 핀테크 사업에 집중해 
다수의 공공기관 MIS, PMS를 구축함으로써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장부 캐시맵, 
온라인 세무대행 오픈 플랫폼 택스맵을 서비스하고 
있다.

코코아의 택스맵은 재택 근무 방식처럼 시스템을 
공유하는 경리 아웃소싱을 제시한다. 비용 절감이 
절실한 기업에 초급 경리 급여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리 아웃소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세무사가 수준 높은 경리 업무 처리에서 양질의 
컨설팅 제공을 목표로 한다.

2009. 03.

회사 설립

2010.

우리은행 예산관리 시스템 개발 참여

2013. 05.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공기업 시스템 구축

2016. 09.

즐거운 인터넷 장부 ‘캐시맵’ 서비스 론칭

2017. 07.

온라인 세무대행 오픈 플랫폼 ‘택스맵’ 서비스 론칭

2017. 08.

소상공인 모바일 경영관리 ‘머니맵’ 서비스 론칭

2017. 09.

택스맵 전국 세무지원조직 결성

 제휴기관

기브텍, 삼성카드, 세무법인 동안, 솔비포스, 에스메모, NH농협은행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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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코코아는 시스템 통합 사업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코코아가 선보인 캐시맵은 거래명세서 관리만으로 거래처의 상품 입출고, 거래처 원장, 외상대, 수금기록 등이 
가능한 전사 자원관리 서비스로, 수입장, 지출장, 매출·매입원장을 자동으로 기록해준다.
캐시맵은 일명 ‘인터넷 장부’로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다. 주요 기능으로는 회계 관리, 매입·매출 관리, 인사· 
급여 관리, 지출·경비 관리, 상품·재고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대량 계좌내역 경리 자동화는 물론 
통합계좌 관리 솔루션 적용으로 통합장부 자동화를 실현한다.
택스맵은 온라인 세무대행 오픈 플랫폼으로, 캐시맵과 머니맵을 이용하는 고객과 소통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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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콰라소프트 영문명 QARAsoft

대표자명 변창환 설립일자 2014. 04.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2 서울시 핀테크랩 5층 (주)콰라소프트

홈페이지 https://www.qara.kr 이메일 qara@qarasoft.com 대표번호 02-6080-8121

담당자 연락처 02-6080-8121 담당자 이메일 yoonju.sohn@qarasoft.com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2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투자 가이드 제공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콰라소프트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로 금융 
투자가이드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콰라소프트는 과거 30년간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14억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스스로 
학습하여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를 찾아내는 딥러닝 알고리즘 
'마켓드리머(Market Dreamer)'를 개발하였습니다. 

금융 공학에 기반한 '마켓드리머'는 CNN 
VAE(Variational AutoEncoder), RNN, 
Reinforcement learning, FastText 등의 기술이 
사용되어 금융 장세 판단, 개별 종목 분석, 종목 
비교 정보와 미래 금융을 전망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으로, KB금융, 한화그룹 등에 
공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콰라소프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앱 서비스 '코쇼(KOSHO)'와 
로보애널리스트 웹 서비스 '왓이즈펀드AI 
(whatisfund.ai)'에도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2016. 10. KOSCOM, 오픈API 기반 핀테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7. 06. 한화자산운용 머신러닝 퀀트 분석 플랫폼 
         구축 계약

2017. 10. KB자산운용 핀테크 인프라 구축 계약

2018. 02. Pre-series A 규모 투자 유치(NXC & 
          Kingsley Ventures)

2018. 05.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2018. 05. 코쇼(KOSHO) 앱 베타서비스 출시

2018. 09. 한국경제TV '주식창'과 '코쇼(KOSHO)' 
          협업 계약 체결

2018. 12. '2018 대한민국 서비스혁신 기업 대상' 수상

2019. 02. 디지털 혁신 '2018 DNA 100대 혁신 
          기업' 선정(NIA 주관)

2019. 03. 앱 '코쇼(KOSHO)' 정식 버전 출시

2019. 03. '위비뱅크'와 포괄적 업무협약서 체결

2019. 04. 로보애널리스트 웹 서비스 '왓이즈펀드AI
          (whatisfund.ai)' 베타 버전 출시

2019. 07. 서울시 제2 핀테크랩 입주기업 선정

2019. 09. Gartner로부터 AI부문 아시아 '쿨벤더
          (Cool Vendor)' 선정

 제휴기관

가트너, 미래에셋대우, 서울시핀테크지원센터,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한국경제TV, TIPS

콰라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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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제품명: 코쇼(KOSHO)

▶제품 특징: 하이브리드형 금융 상품 

▶제품 설명: 콰라소프트의 AI 딥러닝 엔진 '마켓드리머'를 기술을 활용한 코쇼(KOSHO)는 과거 30년간의 금융 
시장 자료를 수집·분석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금융 투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코쇼는 전 세계 금융 시장 분석자료, 주요지수,  정보 제공 및 글로벌 3만 개 이상 주식 종목의 
기간별(일주일·한 달·세 달) 전망과 뉴스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을 포함한 총 11개국(한국, 일본, 
중국 상하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 가능하며 각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종목들의 전망 및 딥러닝 추천주, 국가별 테마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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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콴텍 영문명 Quantec

대표자명 이상근 설립일자 2016. 03. 3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타워빌딩 14층 콴텍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quantec.co.kr 이메일 info@quantec.co.kr 대표번호 02-6339-2100

담당자 연락처 02-6339-2100 담당자 이메일 sglee@quantec.co.kr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2억원

주요 서비스 머니포트, IRA, 자산관리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콴텍은 주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투자 
전략을 만들고 추천 판매하는 자산관리 마켓 
플랫폼 업체다.

퀀트 및 머신러닝에 기반한 투자 전략 개발과 
ETF(상장지수펀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자산관리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자문해주고 있으며, 곧 직접운용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자산관리 마켓 플랫폼으로 확대를 위해 
누구나 자산관리 상품 개발이 가능한 
IRA(아이라)라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현재는 PB, FA, GA, IFA가 
오프라인에서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고객상담 및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반 개인까지 자산관리 상품을 만들어 
판매 가능한 자산관리 마켓 플랫폼을 목표하고 
있다.

2016. 03.

콴텍 설립

2017. 12.

신한금융투자 MOU

2018. 04.

Pre-A 6억 투자 유치

2018. 08.

한화투자증권 MOU

2018. 12.

이데일리 MOU

2019. 02.

콴텍&신한금융투자 컨소시엄 금융위원회 주관 
테스트베드 참여

2019. 04.

Series-A 30억 투자 유치

2019. 11.

콴텍&NH투자증권 컨소시엄 금융위원회 주관 
테스트베드 참여

2019. 12.

자회사 콴텍투자자문사 설립 금융감독원 등록

 제휴기관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이데일리,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IBK기업은행, 
NH아문디자산운용, NH투자증권

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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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머니포트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新 개념 글로벌 자산관리 마켓으로 국내외 ETF, 주식으로 일반 
개인까지 자산관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콴텍 키오스크 : 대학가, 지하철 역사 등 설치하여 계좌개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직원 연결 가능한 
솔루션으로 국내 최초 투자연결을 도와주는 키오스크 솔루션이다.

▶아이라 : 콴텍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진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솔루션으로 
증권사 PB 부터 FA, GA, IFA 까지 자산관리 상품을 만들고 상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로 향후 
머니포트와 연계, 연동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금융 O2O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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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쿠콘 영문명 COOCON

대표자명 김종현 설립일자 2006. 12. 1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영등포동 8가, KnK디지털타워) 19층 (주)쿠콘

홈페이지 https://www.coocon.net 이메일 biz@coocon.net 대표번호 1588-3987

담당자 연락처 02-3779-7183 담당자 이메일 rckim@coocon.net

종사자 수 150명 자본금 33억 1,200만원

주요 서비스 정보 API 제공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쿠콘은 4차 산업시대 원유에 비유되는 데이터를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보제공 전문 기업이다.

쿠콘은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에서 
50,000여 비즈니스 정보를 수집한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국세청, 4대보험기관 등 공공기관, 
유통/물류기관, 해외은행/카드사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내 유일하게 6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된 전자금융 네트워크, 
인터넷 상의 외부 정보를 연결하는 스마트 
스크래핑, 쿠콘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쿠콘 
빅데이터, 금융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오픈API 
등의 방식으로 연결한다.

수집, 연결한 정보는 고객이 사용하기 쉬운 API로 
표준화, 조직화하여 국내 최대 비즈니스 정보 API 
스토어 「쿠콘닷넷」을 통해 제공한다. 쿠콘 API는 
주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도 쿠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6. 12. 쿠콘 설립

2007. 04. 국내 전 증권사 정보중계 망 구축

2009. 12. 국내 전 은행 정보중계 망 구축

2010. 05. 국내 전 카드사 정보중계 망 구축

2011. 02. 중국 법인 설립

2013. 04. 캄보디아 아웃소싱 센터 오픈

2013. 07. 중소기업혁신대상 수상

2014. 05. 일본 스크래핑 전문기업 MWI 설립

2017. 12. 제1회 4차산업혁명대상 수상

2017. 12. '데이터 스크래핑' 국내 특허 등록

2018. 05. 쿠콘-KIBNET 합병법인 출범

2019. 01. 초연결 D-N-A 분야 100대 혁신기업 선정

2019. 02. 제18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 수상

2019. 12. 소프트웨이브 2019 어워드 대상 수상

 제휴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로움아이티, 비즈플레이, 삼성증권, 서울특별시, 웹케시, 현대카드, MJS

쿠콘



56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쿠콘은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을 연결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에 API 형태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한다. 쿠콘 API는 국내 최대 비즈니스 정보 API 스토어 「쿠콘닷넷」에서 제공된다.

▶ 100여 개의 쿠콘 API는 크게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개인의 금융자산정보와 국세청 및 4대보험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API, 
기업/기관의 자금정보와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정보 API, 쿠콘 금융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금융정보 및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API, 해외은행/카드사 등 30여 개 국가의 2,000여 금융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API, 국내 전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자동이체/지급이체/가상계좌/예금주조회 등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 API,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등 쿠콘 제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휴 
API로 나누어진다.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에서 자사의 상품/서비스 개발 및 내부 업무 자동화에 쿠콘 
API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통합계좌 서비스,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에 쿠콘 
API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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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쿼터백자산운용 영문명 QUARTERBACK INVESTMENTS 
Co., Ltd.

대표자명 장두영 설립일자 2015. 06. 0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8층

홈페이지 www.qbinvestments.com 이메일 info@qbinvestments.com 대표번호 02-6105-6510

담당자 연락처 02-6105-6553 담당자 이메일 crm@qbinvestments.com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90억 1,000만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쿼터백자산운용은 글로벌 ETF/ETN을 활용해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문 
자산운용사다.

쿼터백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금융데이터에 근거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추구한다.

현재 쿼터백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운용사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 자금을 
운용 중이다.

2015년 6월 설립 이후 기관투자자 및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검증을 통해 증권사, 은행, 보험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5. 06.

회사 설립

2015. 12.

코스콤 양해각서 체결

2016. 02.

NH투자증권 양해각서 체결

2016. 04.

삼성증권 ‘POP 로보베타형’ 랩 출시

2016. 04.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로보랩 R3, R5’ 출시

2017. 05.

우정사업본부 자산관리서비스 구축 업무 협약

 제휴기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우정사업본부, KB국민은행, SK증권

쿼터백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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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쿼터백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업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 전문가(PB)서비스를 대중에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비합리적 투자를 지양하고 누구에게나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쿼터백자산운용은 사전적으로 설정된 규칙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의 등락 및 
이벤트가 운용역의 심리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산배분을 진행한다. 이 같은 투자 규칙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사전적으로 구축된다.

▶쿼터백자산운용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입 금액과 저렴한 수수료에 제공하며, 투자 목표 및 수요에 적합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자산배분 모델에 적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최적화된 
자산배분을 실시하며, 단순히 가격 변화만을 활용한 투자에서 벗어나 방대한 금융 및 경제 데이터를 총괄 
분석함으로써 보다 확률 높은 투자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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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쿼터백테크놀로지스 영문명 Quarterback Technologies

대표자명 김승종 설립일자 2014. 07. 2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8층

홈페이지 www.quartec.co.kr 이메일 info@quartec.co.kr 대표번호 02-6105-6530

담당자 연락처 02-6105-6535 담당자 이메일 chongji@quartec.co.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1,000만원

주요 서비스 자산관리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쿼터백테크놀로지스는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포함한다.

쿼터백테크놀로지스는 2015년 8월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글로벌 ETF, 
펀드,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자산배분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쿼터백테크놀로지스는 개발자와 금융공학자, 
운용역, 퀀트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기술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들로 구성된 
것이 장점이다.

생애 자산 부채 관리 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자산관리 서비스로 자동화 포트폴리오 서비스 
이외에 개인의 재무 상태 분석, 목표 기반 위험 
배분, 포트폴리오 추천, 리밸런싱 및 리포팅 기능을 
포함한다.

2014. 07.

회사설립

2015. 08.

로보어드바이저 웹 서비스 시작

2016. 10.

코리아에셋증권 헤지펀드 자문 계약

2016. 10.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공급

2017. 06.

우정사업본부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양해각서 체결

2017. 10.

시럽웰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우정사업본부, SK증권

쿼터백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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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쿼터백테크놀로지스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체다. 기존의 금융공학을 대중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개인자산관리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쿼터백테크놀로지스의 로보어드바이저 팜스(PALMS)는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목표에 따른 자산관리 
프로세스는 상품 주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투자자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자본 시장을 
활용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서도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이 중심이 되는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PALMS 자산관리의 핵심은 시장 변화와 단기수익률에 근거해 금융 상품을 선택하던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투자자 개인의 장·단기 재무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예산 수립, 포트폴리오 구성, 모니터링, 조정 
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ALM 기반의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인 쿼터백 PALMS는 개인마다 다른 투자 목표와 생애설계에 따라 목표 
달성 확률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제시하고, 위험예산별 서브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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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퀀타스틱 영문명 Quantastic

대표자명 정성욱 설립일자 2018. 12. 18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홈페이지 https://quantastictab.web
.app/ 이메일 contact@quantastic.ai 대표번호 070-4414-7113

담당자 연락처 070-4414-7113 담당자 이메일 sujeong@quantastic.ai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코딩프리 퀀트 알고리즘 
빌더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퀀타스틱은 전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퀀트 알고리즘 빌더 Quantastic, 온라인 
쇼핑몰 판매상품 발굴 및 경쟁분석 솔루션 
PalHow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Quantastic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퀀트투자를 
모토로 개발된 서비스로, 자체 개발된 고속 
백테스트 시스템 및 GUI 기반 알고리즘 설계 툴 
등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퀀트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PalHow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이 판매할 상품을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사업성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 분석을 통해 
마케팅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2018. 10.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2018. 12.

퀀타스틱 법인 설립

2019. 07.

퀀타스틱 베타서비스 출시

2019. 07.

KDB 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

2019. 07.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팜 초기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선정

2019. 08.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사무공간지원 프로그램 선정

 제휴기관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팜,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핀테크지원센터

퀀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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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퀀트 알고리즘을 설계 할 수 있는, 코딩-프리 알고리즘 빌더

  - 퀀트 투자를 개인이 수행하는 데는, 높은 금융 및 프로그래밍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지식이 있다 하여도  
 실행에 많은 시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 

  - 퀀트 투자에 대해 관심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퀀트 투자 전략을 모사, 개량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시스템

▶특장점

 1.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조건 선택식 알고리즘 설계 기능 제공

  - 코딩이 필요 없는 조건 선택식 알고리즘 설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전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 가능

 2. 강력한 성능의 백테스트 시스템

  - 백테스트는 자신이 세운 전략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술 기반 계량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쟁사 대비 최대 13배 빠른 백테스트 시스템으로, 유저가 전략검증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다양한 전략 
검증이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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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크라우드베이스 영문명 Crowdbase Inc.

대표자명 고훈 설립일자 2017. 05. 2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별관 402호(공덕동,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www.crowdbase.kr 이메일 info@crowdbase.kr 대표번호 02-6275-1023

담당자 연락처 010-2839-0140 담당자 이메일 ko@crowdbase.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투자테크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크라우드베이스는 자본시장 영역에서 누구나 
자산의 규모나 전문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금융투자 정보포털 및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7. 05.

법인설립

2017. 06.

(주)인크 인수 (MBO)

2017. 06.

엔젤투자 유치 (전문엔젤투자자)

2018. 06.

창업선도대학 사업화지원사업 선정 (동국대학교)

2018. 10.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2019. 0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창업과제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휴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산업진흥원

크라우드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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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공모투자상품(비상장기업, 공모주식, SPAC, REITs 등)에 대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포털 개발 중

▶다자간매매체결 방식의 비상장기업주식 거래시스템 개발 중



570

기업명 크라우드웍스 영문명 Crowdworks

대표자명 박민우 설립일자 2017. 04. 2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902호(역삼동, 케이스퀘어)

홈페이지 http://crowdworks.kr 이메일 contact@crowdworks.kr 대표번호 02-6954-2960

담당자 연락처 02-6954-2960 담당자 이메일 jisun.kim@crowdworks.kr

종사자 수 55명 자본금 1,800만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AI 
학습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 증권사 콜센터 

QA 셋, 챗봇 등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크라우드웍스는 국내 최초·최대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AI 학습 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2017년 4월 법인 설립 이후 네이버, SK, 삼성 등 
83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해 
560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3,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했다. 2019년 12월 현재 
누적 투자액 121억 원이며 작업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크라우드웍스는 데이터 신뢰도 99%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2019년 11월 기준 33개 특허 출원(특허 등록 
12건, 국내외 출원 21건)으로 국내 AI 학습 데이터 
가공 업체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하여 국내 최초, 
최대 AI 학습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음과 동시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타겟으로 한 동남아 지사 설립을 
준비하여 아시아 AI 학습 데이터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7. 04. 법인 설립

2017. 07. 네이버 시드 투자 유치

2017. 09. 서비스 오픈

2018. 06. TIPS 기술창업과제 선정

2018. 08. 시리즈-A 투자 유치(17억원)

2018. 11.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우수 사례 공모전 경북도지사상
(Best Funded Award) 수상

2019. 03. 일본법인 ㈜CWJ 설립

2019. 04. KDATA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2019. 05.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선정

2019. 09. 시리즈-B 투자 유치(100억원)

2019. 10. KB스타터스 선정

2019. 11. 영국 국제통상부(DIT) 한영 테크 로켓십 
어워드(Korea-UK Tech Rocketship
Awards) 파이널 위너

2019. 11.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벤처 우수사례 
공모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Best Growth Award) 수상

 제휴기관

양재 R&CD 혁신허브, KB이노베이션허브, KEB하나은행 원큐애자일랩, NAVER D2 Startup Factory

크라우드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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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크라우드웍스는 단순 분야부터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까지 전 산업군의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가능합니다. 

▶ [텍스트 데이터 대표 작업]
- QA 대화 셋: 증권사 콜센터 QA 셋 만들기, 법률 관련 QA 셋 만들기
- 태깅: 문장 속 감정 / 명사구 태깅, 배달 리뷰 태깅
- 챗봇: 챗봇을 위한 화행 분석, 채팅 상담가 보호를 위한 음란 메시지 수집
- 형태소 분석: 주어진 문장의 선행사 찾기, 영어 번역 구분하기 / 동일 문장 구별하기
- AI 스피커: 감정 표현 일상 대화문 만들기, 상황별 대화 만들기 

▶ [이미지 데이터 대표 작업]
- 바운딩: 얼굴 바운딩 및 태깅, 사물 촬영 및 바운딩
- 랜드마크: 얼굴 인식 등 랜드마크, 손 / 뼈 등 신체 골격 추출을 위한 랜드마크
- OCR: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OCR, 손글씨 OCR
- 라벨링: 블랙박스 객체 라벨링, 자동차 외형 라벨링
- 속성 분류: 패션 아이템 이미지 속성 분류, 사진 속 인물 성별 및 나이 분류

▶ [음성 데이터 대표 작업]
- 음성 전사: 음성 받아쓰기, 영어 대사 추출, 일본어 전사 및 라벨링, 홈쇼핑 음성 전사 
- 상황별 수집: 주행 중 자동차 실내 음성 수집, 코골이 음성 수집, 시간 차 음성 수집
- 대상별 음성 수집: 신생아 울음소리 수집, 연령별 음성 데이터 수집, 외국인 음성 데이터 수집
- 외국어 수집: 중국어/일본어 음성 수집 

▶ [동영상 데이터 대표 작업]
- 영상 수집: 주행 중 블랙박스 동영상 수집, 특정 행동 영상 수집, 반려견 안면 동영상 수집
- 영상 추출: 동영상 구간 추출, 이상행동 프레임 단위 추출
- 태깅/라벨링: 동영상 구간 태깅, 감정 / 제스처 태깅, 동공 데이터 라벨링, 동영상 내 상품 태깅 및 라벨링
- 랜드마크: 댄스 동영상 랜드마크, 운동 자세 랜드마크, 시선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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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크라우디 영문명 CROWDY Inc.

대표자명 김기석, 김주원 설립일자 2015. 09. 0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2, 2층(도곡동 서한빌딩)

홈페이지 www.ycrowdy.com 이메일 info@ycrowdy.com 대표번호 02-6954-2567

담당자 연락처 02-6954-2567 담당자 이메일 myoungsook.choi@ycrowdy.com

종사자 수 21명 자본금 12억 900만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크라우디는 국내외 우수 금융전문가들이 만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크라우디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 중 하나로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에 설립하여, 2017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엄선된 스타트업 팀들의 발표를 듣고 일반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크라우디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데모데이 'CNL(Crowdy Night Live)'도 6회째 
실시하고 있다.

크라우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캠페인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과 신뢰의 금융공간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 09.

회사 설립

2016. 06.

서비스 출시

2017. 10.

삼성증권과 업무 제휴

 제휴기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한양대학교

크라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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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에서는 기부(리워드)형, 투자형 2가지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크라우디는 스타트업 명품관이라는 컨셉으로, 엄격한 내부 기준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을 중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해, 모험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크라우디의 증권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520개 기업이 약 100억 원의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특히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된 이후에, 총 40개 스타트업에게 총 약 84억 원의 투자를 중개했으며, 
성공률은 2017년 78.95%, 2018년 84.21%로 업계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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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크레파스솔루션 영문명 CrePASS

대표자명 김민정 설립일자 2015. 06.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905

홈페이지 www.crepass.com 이메일 hslee@crepass.com 대표번호 02-780-8081

담당자 연락처 02-780-8081 담당자 이메일 hslee@crepass.com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대안신용평가 기반의 금융 
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권이 대인평가 기술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업체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세계적 기업과의 기술 제휴로 
차별적 신용평가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연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바꾸는 작업을 빈번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IT 인프라 자원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한 
클라우드가 큰 장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2P 플랫폼을 운영한다. 국내외 다양한 
빅데이터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연결하고 패턴화하는 일과, 지속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개인 신용평가 및 고객 분류를 
가능하게 할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다. 다양한 
정보와 조합해 상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룰 
엔진과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다. 신용 소외 
계층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비금융 데이터 수집 
확대와 신용관리 및 부채관리 교육 지속화 방안 
등의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P2P 금융 등 대안 
금융제도 활성화를 추구한다.

2015. 06. 회사 설립

2016. 10. 크레파스사업 착수

2017. 01. 신한퓨처스랩 3기 기업 선정

2017. 06.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회원사 가입

2017. 11. 임팩트금융포럼(국회 정식 등록 연구단체) 
          민간위원사

2017. 12. 신한카드 플랫폼POC

2018. 10. 몽골 M뱅크(인터넷뱅크) 신용평가시스템 
          기술지원 계약 체결

2018. 11. 한국임팩트금융 투자 유치

2019. 01. 대안금융플랫폼 청년5.5 오픈

2019. 03. 금융위 지정대리인 지정 (with 신한카드)

2019. 03. 벤처기업 지정

2019. 04. KAIST 창업투자 투자 유치

2019. 08. 스파크랩 외 투자 유치

 제휴기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크레파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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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크레파스솔루션은 대안 신용평가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안 신용평가 플랫폼은 국내외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해 금융사가 
의사 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대안 평가 플랫폼은 고객이 대출 신청 시 거절당하면 고객에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앱이 설치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변수로 생성해 고객 행동의 일관성, 
신뢰성을 찾는 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용평가의 본질은 신용등급이 아니며, 신용등급은 고객의 과거 금융 행태에 점수를 매기는 
모델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과 특정 등급에 몰려 있는 
고객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대출을 주저해온 금융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파스가 개시한 것이 바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다. 크레파스는 신한카드와 함께 대출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 
고객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장래의 우량고객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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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키다리펀딩 영문명 KEEDARIFUNDING

대표자명 정석현 설립일자 2013. 10. 1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층 373호(역삼동, 혜천빌딩)

홈페이지 www.keedari.com 이메일 help@keedari.com 대표번호 02-1661-9198

담당자 연락처 02-1661-9198 담당자 이메일 wisestone@keedari.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4,000만원

주요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키다리펀딩은 소셜 크라우드펀딩 기업으로, 
영화·IT·모바일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3년 10월 설립되었다.

영화·음악·미술·연극 같은 문화예술은 물론 중소 및 
벤처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후원이나 자금투자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더불어 홍보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후원자가 원하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쉽고 빠르게 모금한다. 

최근 블록체인,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차세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3. 10.

회사 설립

2014.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키다리펀딩 오픈

2015.

크라우드펀딩 드림시드 개발

2016.

P2P크라우드펀딩 오아시스렌딩 개발

2018.

블록체인 기반 STO 플랫폼 확대 개발중

 제휴기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부동산블록체인포럼, 한컴핀테크, CBA벤처스

키다리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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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키다리펀딩은 지난 5년간 금융과 IT, 문화콘텐츠와 결합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후원자가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달성될 시 리워드가 제공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목표 금액 미달성시는 모인 
후원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후원자에게 모두 환급되는 'All-or-Nothing' 방식과,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모인 후원금액을 수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Keep what you raise'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컴핀테크의 드림시드, 오아시스렌딩의 P2P렌딩 개발 기획 런칭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블록체인 기반 
사업으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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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타이탄인베스트 영문명 titnaninvest

대표자명 채창호 설립일자 2017. 06. 28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7 시청역퀸즈W 107호

홈페이지 www.titaninvest.co.kr 이메일 titan@titaninvest.co.kr 대표번호 051-868-6100

담당자 연락처 070-7432-3259 담당자 이메일 mainyj89@titaninvest.co.kr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22억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타이탄인베스트는 부동산 전문 P2P 금융 
플랫폼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부동산을 기반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쉬운 대출을,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의 건설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운영한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며 P2P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직원이 특정조건에 맞는 고객을 
직접 찾을 수 있는 T_CRM(Tita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가동, 개인별 투자 
이력 및 기록 등을 체계화하여 고객관리를 
강화한다.

2017. 06.

법인설립

2017. 08.

플랫폼 오픈

2017. 09.

한국p2p금융협회 가입

2017. 11.

금융감독원 등록

2018. 02.

BNK신용정보 업무협약 체결

2018. 03.

BNK자산운용사 투자협약체결

2018. 08.

에스원 정보보안 계약체결 / 누적대출 150억 돌파

2018. 12.

T-CRM 고객관리 시스템 OPEN

2019. 01.

법무법인 시헌과 자문계약 체결 / 누적투자금액 
200억원 돌파

2019. 02.

세무전문가그룹 도움택스 자문계약체결

2019. 05.

누적 투자금액 240억원 돌파

 제휴기관

피델리스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자산운용

타이탄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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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타이탄인베스트는 P2P 방식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자다. P2P 금융은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차입자에게는 낮은 이자율과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쉬운 투자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존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새로운 온라인 금융이다.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약정까지 이루어진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담보물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심사 기준에 따라 통상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 약정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채권서류 징수 등 필요 절차를 완료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타이탄인베스트는 안심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은행 잔금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의 P2P 금융 수요로 탄생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 기간을 짧게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단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도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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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탱커펀드 영문명 TANKER FUND

대표자명 임현서 설립일자 2015. 10. 2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 에프엘에스 1907-018

홈페이지 https://tanker.fund 이메일 ask@tanker.fund 대표번호 02-514-1008

담당자 연락처 02-514-1008 담당자 이메일 junyoung.han@tanker.fund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4억 6,400만원

주요 서비스 P2P 주택담보대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탱커펀드는 주택담보대출 중심 P2P 플랫폼이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고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금융 경력을 갖춘 운영인력과 
핀테크/프롭테크 분야에 특화된 기술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와 개발에 강점이 있습니다.

탱커펀드의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 정부 공시 
자료 및 시장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체계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AI 
및 빅데이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량화 심사와 
부실 시나리오 평가를 바탕으로 저비용 대출 
구조를 확립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 10. 법인 설립
2016. 04. 정식 서비스 출시
2016. 11. 국내 P2P투자업체 최초 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출시

2017. 08. 세이퍼트 어워드 핀테크상 수상
2018. 02. 자동대출 시스템 “탱커론” 출시
2018. 08. 법무법인 청현과 MOU 체결 한화 
          드림플러스63 핀테크센터 4기 입주사 선정
2018. 0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지원단 SNU-IR 사업 
         선정기업

2018. 11. KTB신용정보와 업무제휴 협약 NHN 
         PAYCO와 주택담보대출전문 기업 제휴 
         및 입점

2018. 12. 인포뱅크 특허경영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
2019. 03. NH디지털챌린지 1기 선정
2019. 04. KOTRA Invest Korea Market Place 선정
2019. 05. 중기부 TIPS 프로그램 선정
2019. 05. IBK 창공 구로2기 엑셀러레이팅 참여
2019. 05. 창업성장기술개발 IP+R&D 혁신형 사업 선정
2019. 07. 스타트업 산업지능화 AI 경진대회 
         광주과기원총장상 수상

2019. 08. 사단법인 인공지능협회 인공지능기술 
          AI TECH 인증획득
2019. 09. IBK기업은행 1st Lab 최초 입주사 선정
2019. 10.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여의도 입주기업 선정
2019. 11. SBA 서울산업진흥원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 
          선정
2019. 12. K-ICT 멘토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제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핀테크랩, 인포뱅크, 청현, 테라펀딩, 푸본현대생명, 피노텍, 호갱노노, First American, 
IBK기업은행, PAYCO

탱커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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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탱커펀드의 '론탱커(Loan Tanker)'는 기존의 주택 시세 산정 방식보다 주택의 개별성 반영, 실시간 가격 반영, 
권리 및 담보 내역의 자동 분석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발전했습니다. 
우선, 주택의 개별적인 특징을 반영합니다. 탱커펀드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에는 국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로교통 정보, 학군 등 20여가지의 공공데이터가 기계학습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의 향, 학군, 전용면적, 주차장, 아파트 브랜드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특징에 따라 다르게 시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론탱커에는 Neural Nets, 
Elasticnet, Gradient boosting 기법을 시세산정 알고리즘으로 활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시세 산정 방식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분석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바탕으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에 각종 권리사항을 
자연어 형태로 추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순위 채무 등을 역산하여 권리 내역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3가지 특징을 모두 반영한 것이 '론탱커(Loan Tanker)' 모듈입니다. 여신회사의 대출 심사에 즉각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는 권리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대출 가능 금액 등 주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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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테라핀테크 영문명 TERA FINTECH Co., Ltd.

대표자명 양태영 설립일자 2015. 01. 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SI빌딩 13층

홈페이지 www.terafunding.com 이메일 help@terafunding.com 대표번호 02-1800-4480

담당자 연락처 02-1800-4480 담당자 이메일 help@terafunding.com

종사자 수 105명 자본금 1,700만원

주요 서비스 테라펀딩, P2P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테라핀테크는 부동산 P2P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2015년 1월 설립한 테라핀테크는 부동산, IT,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을 이용해 부동산 대출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라펀딩은 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차별성으로 삼고 
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부동산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테라핀테크는 정부가 
개방한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0월까지 10개 VC 및 엔젤투자자로부터 
3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2015. 01.

회사 설립

2015. 04.

테라펀딩 서비스 론칭

2016. 01.

본엔젤스파트너스로부터 투자 유치

2017. 05.

비바리퍼블리카와 투자 회원 유치 목적의 업무제휴 체결

2017. 10.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 유치

2017. 10.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2018. 10.

누적대출액 5,000억원 달성

2019. 04.

카카오페이와 투자 회원 유치 목적의 업무제휴 체결

2019. 09.

KB인베스트먼트와 하나벤처스,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2019. 09.

누적대출액 9,000억원 달성

 제휴기관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SSG페이

테라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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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테라펀딩은 건축 자금이 필요한 건축주와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이다.
기존의 금융 방식으로 자금 확보가 힘들었던 건축주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면서 중수익률의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다. 
테라펀딩은 자체 개발한 심사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테라펀딩 심사팀이 투자 상품의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1순위 담보채권 위주의 투자 상품을 엄선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테라펀딩은 부동산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는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할 때 테라펀딩이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자금을 모아 중개한다. P2P 대출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와 신속한 대출이다. 은행 대출에 실패한 건축주가 대부업체를 찾으면 이자율이 40%에 육박한다. 
하지만 P2P 대출을 이용하면 12~18% 수준이다. 은행보다 높지만 대부업체에 비하면 낮다. 부동산 P2P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테라펀딩의 주요 타깃은 소형 주거용 건물이다. 분양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 대출이나 전세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후순위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토지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에만 가능하다. 다른 부동산 P2P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크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분양 수익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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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토마토파트너 영문명 Tomato partner

대표자명 김귀임 설립일자 2005. 08. 05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홈페이지 www.tomato.co.kr 이메일 tomatof@etoamto.com 대표번호 02-2128-3399

담당자 연락처 02-2128-3399 담당자 이메일 tomatof@etoamto.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IT's me(잇츠미)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토마토파트너는 금융 시장에 위험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토마토파트너는 RMS(Risk Management System) 
사업을 중심으로 통신, 모바일(증권통) 사업, 
보험(GA), 증권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부를 갖추고 
있다. 

국내 6개 계열사와 2개의 해외 네트워크(중국 상해, 
연변)를 보유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토마토파트너는 토마토미디어그룹의 지주 격 
회사다.

2005. 08.

회사 설립

2008. 09.

스탁론 사업 개시

2009. 05.

아자아자론 RMS 개발 론칭 및 홍보 마케팅 계약

(이트레이드증권-동부상호 저축은행)

2010. 03.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통’ 출시

2011. 11.

IPTV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정보제공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2012. 04.

엔위드인포의 RMS 사업 인수

2013. 01.

토마토스탁론 RMS 개발 론칭 및 홍보

마케팅 계약(하나대투증권-대백저축은행)

 제휴기관
대백저축은행,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토마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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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토마토파트너는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토마토파트너에서 선보인 계좌 개설을 위한 '잇츠미'는 영상 대면을 통한 계좌 개설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잇츠미는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방식을 통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솔루션으로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금융 회사로 전송하고, 금융 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 신분증 제출자와 통화자의 본인 여부 확인(육안 확인 및 얼굴과 사진의 특장점 추출 
비교), 계좌 개설용 서류 생성 등 여러 복잡한 절차는 금융 회사 직원과 시스템에 따라 처리, 진행되는 
방식이다.
잇츠미는 금융사의 영업 채널 확대로 매출을 증진시키며, 금융사 오프라인 지점 운영비용을 절약해 준다. 고객이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고객 지향형 플랫폼이며, 통신구간 암호화 및 저장내역 삭제로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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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토마토페이 영문명 tomatopay

대표자명 박인수 설립일자 2010. 08. 0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4층

홈페이지 http://www.tomatopay.net/ 이메일 tomatopay_bs@etomato
.com 대표번호 02-2128-2600

담당자 연락처 02-2128-2600 담당자 이메일 tomatopay_bs@etomato.com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토마토페이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발전과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시장에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제 대행, 온·오프라인 
카드 VAN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토마토페이는 향후 결제 수단의 확장과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2010.

토마토미디어 그룹에 편입

2011.

주식, 선물 모의투자 HTS (Home Trading System) 개발

2012.

RMS(증권사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대백저축은행

2012.

엔위드에 사업본부 인수

2013.

RMS 구축(하나캐피탈, 한화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동부저축은행)

2015.

BC, 신한, 삼성, 롯데, 현대, 하나SK 카드 대표 가맹 계약

2015.

톰톰에서 토마토페이로 사명 변경

 제휴기관

뉴스토마토, 이토마토, 토마토티비

토마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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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토마토페이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마토페이의 PG(전자결제 서비스)는 기업과 고객의 
전자결제를 이어주는 서비스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 번 계약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외 카드 등 토마토페이와의 계약만으로 온라인에서 결제 가능하고, 안전한 인증 
처리를 지원한다. 각종 카드사 인증 시스템 적용은 물론 인증 및 네트워크 암호화 처리로 안전하다. 
승인·매입·정산 업무를 토마토페이가 대행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대면 결제부터 비대면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한 대면 및 비대면 통합 결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가맹점(판매자)에 따라 결제 
기능을 선택하여 탑재할 수 있다.
토마토페이의 VAN 서비스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고객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결제 대금을 
승인하는 서비스다. 모든 형태의 지불 카드 결제 처리를 지원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 카드 형태, 
마그네틱·IC 카드 등 카드 종류별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특징 및 판매 유형에 따른 
최적의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토마토페이에서 내놓은 범용 주문통(스마트 오더)은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선주문(preorder) 서비스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매장부터 상세 메뉴까지 안내 및 주문 
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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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투게더앱스 영문명 TOGETHERAPPS

대표자명 김항주 설립일자 2015. 09. 1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논현동, ST빌딩)

홈페이지 www.together.co.kr 이메일 togethter@together.co.kr 대표번호 02-1544-2499

담당자 연락처 02-6959-5144 담당자 이메일 mbok409@together.co.kr

종사자 수 66명 자본금 9억 6,900만원

주요 서비스 정보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투게더앱스는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2015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부동산담보대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핀테크기반 P2P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이란 안정적 물건을 담보로 유동성
마련이 시급한 대출 수요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련된 투자와 연계시켜 상생을 이끌겠다는
목표이다.

그 외에도 부실채권(NPL) 에쿼티, 배당금 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선보여
왔다.

투자자에게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며 대출자에게는 안정적
담보가치 인정으로 자산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12월 누적 대출액 3천억원을 달성했으며,
지점 설립, 광주은행 핀테크 대상 수상 등의
결실을 보였다.

2017. 01.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ISO9001인증 획득 미래신
용정보와 조사 업무 위·수탁 제휴 체결

2017. 04.

투게더에서 투게더펀딩으로 브랜드명 변경

2017. 05.

JB금융그룹과 P2P 연계 금융 서비스 양해각서 체결

2017. 09.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시리즈A 30억원 투자 유치

2019. 01.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금융투자, 스틱벤처스, 
지앤텍벤처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서 130억 
투자유치

 제휴기관

동국제강, 비바리퍼블리카,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웰컴금융그룹, 핀크

투게더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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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투게더앱스는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다. 투게더앱스가 운영하는 '투게더펀딩'은 2018년 12월 
누적대출액 3천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투자상품 2,000호 돌파, 기관투자 1,000억 원 돌파 등을 
기록했으며 토스·핀크 등 타 금융플랫폼과 연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중심 운영 및 연체율 0%의 지속적 유지와 같은 안정성 위주 운영을 성과의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투게더앱스는 미술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아트투게더'도 2018년 10월 말 런칭했다. 아트투게더는 미술품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회사가 선보이는 상품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참여해 일정 기간동안 
공동소유하다 작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시 매각해 수익을 실현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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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투디엠 영문명 2DM

대표자명 김향수 설립일자 2016. 04. 0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8길 17 3층

홈페이지 www.2dpay.co.kr 이메일 recruit@2dpay.co.kr 대표번호 02-1544-3677

담당자 연락처 02-1544-3677 담당자 이메일 recruit@2dpay.co.kr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6억원

주요 서비스
QR 주문과 결제 

서비스(테이블오더), 
송금/결제/O2O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투디엠은 통합 주문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투디엠은 가맹점주와 고객 모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QR 코드 기반의 주문과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NFC태그와 QR코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테이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매장 내 메뉴를 보며 
주문과 결제를 한번에 할 수 있게 개발 된 
스마트폰 통합 테이블오더입니다. 바쁠 때 줄서서 
주문하고 계산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고객 스스로 주문 및 결제 할 수 있어 
매장 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입니다.

키오스크·포스·모바일 주문 모두 통합 주문 결제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한은행 스마트오더 연동, 테마파크 민속촌 설치, 
대전청년구단 강남 포차 팩토리 설치, 다양한 
레퍼런스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 02.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아이디어의 구체화

2016. 04.

설립-자본금 1억원

2017. 09.

특허 획득

2017. 12.

버전업 상품화 완료

2018. 01.

본부 모집 완료 및 지사 확대

2018. 06.

서비스 출시

2018. 06.

QR주문과결제 기업가치 200억 책정:한국 발명진흥회

2018. 10.

크라우드펀딩 목표금액 105%달성

2019. 01.

투디엠 인천 사무실 오픈

2019. 05.

신한은행과 스마트오더 출시

2019. 11.

자본금 5억 증자

 제휴기관

다우데이타, 대유포스(스마트로 KT), 신한은행, 제이티넷, 한국정보통신

투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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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투디엠은 QR 주문과 결제 고유 특허를 기반으로 테이블 오더를 제공하고 있는 O2O 회사입니다.
투디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QR 코드를 통해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입니다.
테이블오더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다양한 주문 데이터를 통해서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해서 베트남, 캐나다 등 해외 기업과 미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디엠의 테이블오더는 기존 포스, 키오스크와 연동되어 있으며, 한국정보통신, 다우데이터, 제이티넷, 대유포스 
등 대형 벤사와 협업을 통해 가맹점 확장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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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투디지트 영문명 2Digit

대표자명 박석준 설립일자 2018. 09. 1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A동 801호

홈페이지 www.2digit.io 이메일 sjpark@2digit.io 대표번호 031-8038-4877

담당자 연락처 031-8038-4877 담당자 이메일 sjpark@2digit.io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금융공학인공지능개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투디지트는 금융공학과 블록체인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2018. 09.

설립일

2019. 02.

부설연구소 설립

2019. 06.

P2P 대부업 등록

2019. 08.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 가입

 제휴기관

카이스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KTB투자증권

투디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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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자산 담보대출시 대출자가 자유롭게 LTV, 이자 및 반대매매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대출조건의 선택권을 금융기관에서 고객(대출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한 
혁신 금융서비스 입니다.

▶ 2.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주식 관련 속담이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곳입니다. 
저희는 금융이론과 물리학이론을 결합한 최신 인공지능기술로 특정 뉴스가 특정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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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투비콘 영문명 tobecon

대표자명 노정한 설립일자 2013. 08. 23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3층

홈페이지 https://bodyage.kr 이메일 help@tobecon.net 대표번호 02-517-4271

담당자 연락처 02-517-4271 담당자 이메일 help@tobecon.net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6,700만원

주요 서비스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투비콘은 의료&핀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2016년 2월 신한퓨처스랩 2기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2017년 12월 
개발된 것으로 한 차례의 피봇을 통해 서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비콘은 헬스케어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 
언더라이팅,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그외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 B2B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08.

투비콘 설립

2016. 02.

신한퓨처스랩 2기 선정

2017. 12.

미래창조과학부 건강위험군 관리 프로젝트 참여

2018. 02.

국내최초 생체나이 분석앱 "모옴" 출시

2018. 09.

금융위원회 지정대리 통과 (신한생명)

2018. 11.

금융위원회 위탁테스트 선정 (핀테크지원센터)

2019. 12.

8개 보험사와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계약

 제휴기관

고려대의료원, 동양생명, 메가리치, 비트컴퓨터, 신한생명, 신한DS, 오렌지라이프생명, 인포뱅크, 인포유, 
차병원그룹, 컴퍼니비, 하나생명, 현대백화점, 흥국생명, DB생명, DGB생명, KB생명

투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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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국내 최초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모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모옴"은 번거로운 
보험가입심사를 간편하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신한, 
오렌지라이프, 하나, 동양, 흥국, DB, DGB, KB 생명등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비콘의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국내 최초 건강검진데이터 및 투약정보를 활용한 언더라이팅 시스템으로 
하나의 약물에 대한 23가지의 인덱스를 보유한 국내 최대 약물 인덱스 보유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약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강나이, 질환예측, 데일리 건강나이 등 헬스케어 컨텐츠를 신한생명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백화점 VIP 
고객들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데이터를 분석한 프리미엄 건강결과지를 통해 
중국 및 대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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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투이컨설팅 영문명 2econsulting

대표자명 김인현 설립일자 1996. 03. 1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710호

홈페이지 www.2e.co.kr 이메일 2email@2e.co.kr 대표번호 02-786-7281

담당자 연락처 02-786-7281 담당자 이메일 2email@2e.co.kr

종사자 수 110명 자본금 12억원

주요 서비스 IT경영 컨설팅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투이컨설팅은 국내의 금융 컨설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진 선진 기업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공공, 제조 등의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프로세스 혁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PMO컨설팅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투이컨설턴트들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담긴 
차별화된 강의와 각 분야 실전 고수에게 배우는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투이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1996.

위세컨설팅 설립

1999.

투이컨설팅으로 사명 변경

2000.

티케이컨설팅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 인수

2006.

투이정보기술 합병

2016.

지식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 ‘투이톡’ 론칭

2017.

투이컨설팅-BACKBASE 파트너십 체결

 제휴기관

교보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와이즈 인포, BACKBASE, TESOBE

투이컨설팅



597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투이컨설팅은 디지털 혁신 컨설팅 업체다. 투이컨설팅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보화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 
아키텍처 전략 수립(Vision/Strategy), IT자원 최고의 활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체계 진단(Infra Analysis) 
및 목표 아키텍처 설계(Solution Design), 구현(Implementation), 운영(Operations&Maintenances)까지 전 생명 
주기(Lifecycle)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이컨설팅은 기술 체계 진단, 혁신,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 체계 진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등의 기술 요소를 안정성, 성능, 보안 등 일반적인 관점과 조직의 특성별 관점에 따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 체계 진단은 전사 관점 또는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채널, 보안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크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위한 전략 수립, 상세 아키텍처 설계, 이와 관련한 금융 또는 제조 분야의 업무 모델 또는 
프로세스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전달한다.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는 전사 관점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기술 
참조 모델, 기술 표준 및 프로파일, 레퍼런스 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상세 설계 및 구현 
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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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트라이월드홀딩스 영문명 TriWorldHoldings

대표자명 김태우 설립일자 2015. 04. 1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8, 9층

홈페이지 www.autonnet.com 이메일 meoktw@naver.com 대표번호 02-3473-8824

담당자 연락처 02-3473-8824 담당자 이메일 meoktw@naver.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억 2,000만원

주요 서비스 서비스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트라이월드홀딩스는 국산차 및 수입차에 대한 
수리정비보증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
자동차 제조사의 무상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유지보수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나오게 된다. 트라이월드홀딩스는 
신차보증이 종료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차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오토온넷 브랜드로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중이다.
저렴한 비용과 국내 정비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접근력을 높였으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B2C 브랜드인 ‘엑스카캐스트’에 이어 
B2B 브랜드인 ‘AON’(오토온넷)을 출시하며 
전문가를 통한 투명한 견적과 정비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우리은행 '위비핀테크 랩' 2기에 
선발되었다. 2018년 국민카드 퓨처나인에 선정되어 
국민카드 중고차 할부금융의 챗봇서비스를 
개발테스트중이다.
2018년 6월부터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사전검토사업으로 6개 업체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으로 전국 정비망 
2,150개의 사업소에 순차적으로 보급을 시작한다.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2019년 협력을 
통해 전국 4,000개의 1급정비를 완료하였다. 
글로벌 전기자동차와 판매 및 서비스 계약으로 
2020년 새로운 친환경전기차 사업을 전개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에너지 보증 사업을 국내 답수준의 
전기충전기사업자와 협력을 전개중이다.
미래의 사업인 전기자동차로 금융혁신서비스를 
제안하여 현재 금융위 검토를 진행중이다. 미래의 
인슈어테크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 
관련서비스로 전개할 것이다.

2016. 01. 수입차 정비교육 서비스 오픈 
          (서울,수도권 20호점)

2017. 02. 전국자동차정비협회 “카린” 정비업무 
          협약 (130호점)

2017. 07. 신한카드 차투차 업무협약 및 워런티 
          판매계약 (210호점)

2018. 02. 엠파크타워 수입차 워런티 판매 
          (510호점)

2018. 04. 프로미카월드 인증/연장보증서비스 
          업무협약 (1,510호점)

2018. 05. KB국민은행 오토론 판매계약

2018. 09. KB국민카드 중고차할부금융서비스 협약

2019. 02.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업무협약

2019. 04. 농협은행 디지털33 선정 핀테크기업선정

2019. 05. 베트남지점설립 (하노이)

2019. 08. 북경모터스 전기자동차서비스 계약

2019. 09. 글로벌 No1 전기자동차 연장보증서비스 계약

2019. 11.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업무협약(4,000호점)

 제휴기관

국민은행, 국민카드, 부산은행, 우리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트라이월드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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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트라이월드홀딩스의 워런티 서비스는 검증된 글로벌 재보험사를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가입 고객은 
한번의 예약으로 전국 1급정비소 약 1,200개의 정비소에서 수입차유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오토온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토온넷 서비스는 전국 고객대응센터를 통해 고장 및 소모품의 처리프로세스를 재보험사와 
one-view를 통한 서비스를 진행하며, 정비센터의 고장내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고객의 출고지원을 
원스탑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 고객 간 직거래시장에서 판매에서 유지보수까지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오토온넷은 중고차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사항인 중고차의 성능 차이를 연장보증 서비스를 통해 
1차적으로 지원한다. 2차적 서비스는 재판매 전까지의 유지보수 서비스로, 전국 1,200개의 1급 정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트라이월드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네트워크와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사 및 DB손해보험 
프로미카월드'의 협약을 통해 워런티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사고의 보험 서비스는 물론 보증 
서비스까지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다. 워런티 구매 고객뿐 아니라, 일반 오픈 마켓에서 중고차를 구매·판매하는 
일반 고객들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토온넷은 국민금융그룹사와 밀접한 서비스를 위한 오토론기반의 맞춤형 드라이브케어상품을 개발하여 
런칭하였다. 신차 오토론 고객에게는 세차, 주유서비스를 중고차오토론고객에게 수리보증 혹은 세차, 주유를 
선택하게 하여 고객의 국민 오토론 구매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중반부터 
글로벌 전기자동차메이커와 협업으로 국내 전기자동차 서비스를 준비하였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기의 
전개로 2020년 초부터 전기자동차의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슈테크를 위한 금융샌드박스를 준비하여 2020년 전기자동차 보험사로서의 글로벌 알리안츠와 Root와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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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트리거파트너스 영문명 Triggerpartners

대표자명 김운하 설립일자 2017. 01. 2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4길 16, 3층

홈페이지 https://www.cocktailfunding
.com/ 이메일 contact@cocktailfd.com 대표번호 02-785-2016

담당자 연락처 02-785-2016 담당자 이메일 contact@cocktailfd.com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3억 1,500만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주)트리거파트너스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기술 기반의 P2P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업계최초로 운용사 및 
증권사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 01. 회사 설립

2017. 06. 모인컴퍼니와 양해각서 체결

2017. 06. 해민감정평가와 양해각서 체결

2017. 06. 칵테일펀딩, 수익률 15% 
          ‘마티니펀드 2호’ 하루 만에 완판

2017. 06. 빅데이터사 골든와이어드와 업무 협약

2017. 09. P2P 상품 상황 일정 캘린더 공유 시스템 
          ‘보드카(Board Ca-lender)’ 베타 출시

2018. 05. 원리금수취권 대행 계약

2018. 05. 코너스톤자산운용(주) 양해각서 체결

2018. 07. 아이맵자산운용(주)

2019. 06. 한세사이버 고등학교 특성화고 교육훈련 
          위탁 계약체결

2019. 09.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계약 체결

 제휴기관

골든와이어드, 농협은행, 한국P2P금융협회, 해민감정평가법인, KB손해보험

트리거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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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자본시장과 여신시장의 성격이 혼재되어 기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자산유동화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주요 상품은 부동산 사업이익 유동화 상품으로 준공리스크가 매우 낮고, 사업관리가 선순위 대주에 
의해 진행되어 수익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BBB 등급 이상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1,000억 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장의 수익권을 유동화해 
시공사 문제가 발생해도 준공 및 채권보전이 가능하여 금융기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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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티모넷 영문명 TMONET

대표자명 박진우 설립일자 2007. 10. 15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창강빌딩 620호

홈페이지 http://www.t-monet.com/ 이메일 helptm@tmonet.co.kr 대표번호 070-7733-8601

담당자 연락처 070-7733-1770 담당자 이메일 parkjh@t-monet.com

종사자 수 54명 자본금 20억 6,0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티머니, 부비NFC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티모넷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 개발 업체다.

티모넷은 전자지불 시스템(온라인 티머니 충전, 
결제, USIM Applet, 스마트카드) 개발, 공급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티모넷은 모바일 사업 기회 발굴, 관련 기술 확보 
및 사업 확대를 위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 사내 
벤처에서 분사했다. 분사 이후 모바일 티머니를 
개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티머니 
관련 사업과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티모넷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전문 업체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카 셰어링 사업과 보안 인증 
기술을 활용한 금융 보안 토큰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7. 10. 

회사 설립

2007.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 개시

2010.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티머니 서비스 오픈

2013.

Web2.0 스마트창조도시 NFC 전문기업 인증 및 
후불 충전 시스템 오픈 (신한·롯데·BC카드 등)

2015.

페이코·삼성페이 티머니 서비스 오픈 및 NFC 보안 
토큰 서비스 개발

2016.

NFC 충전·결제 통합 앱 서비스 오픈 및 한국전력 
카 셰어링 단말기 공급 업체 선정

2017.

클라우드 보안 토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2018.

'이지싸인' 클라우드기반 간편인증서 서비스 관련 특허

2019.12.

스마트앱어워드 2019 생활정보금융분야 최우수상

2019.12.

제주 빛의 벙커 '고흐' 展 오픈

 제휴기관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티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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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티모넷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 분야에서는 모바일 티머니를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USIM 칩에 설치되며, 스마트폰에 티머니를 충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인 교통카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점이다. 또한 회계 담당자는 영수증 대신 프로그램에서 내역을 일괄 다운로드 후 증빙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업무도 간소화할 수 있다. 또 티머니 카드를 충전할 때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들르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충전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보안 토큰인 이지싸인 서비스는 신뢰 기관의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증서를 생성, 보관한다. 
금융 및 전자민원에서 인증서가 필요할 때 바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이지싸인 서비스는 인증서를 휴대할 필요가 없고, 액티브X를 설치할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대신 간편하게 지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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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티엔디엔 영문명 TNDN Inc.

대표자명 SUN WEI CHUN 설립일자 2015. 12. 11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607호 TNDN

홈페이지 www.tndn.net 이메일 tndn@tndn.net 대표번호 1544-3980

담당자 연락처 070-8670-8367 담당자 이메일 jin@tndn.net

종사자 수 16명 자본금 10억 2,100만원

주요 서비스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티엔디엔은 모바일 간편 결제를 많이 쓰는 
중국인 유커 대상의 한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운영중인 스타트업이다.

2016년 9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간 
1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다수의 결제 서비스를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하나의 QR에서 결제가 가능하여 가맹점의 편의를 
최대화 하였으며, 사용자들도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9월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Paybox 
Online을 정식 런칭하여 중국의 Alipay, 
Wechatpay, Unionpay의 온라인 결제를 지원한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며, 가맹점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5. 10.

중국인 대상 제주 여행앱 '티엔디엔요우' Beta 오픈

2015. 12.

법인등록

2016. 02.

중국인 대상 제주 여행앱 '티엔디엔요우' 정식 오픈

2016. 09.

티엔디엔 QR코드결제 정식 오픈, 월간 거래량 
3,000만원 돌파 중국법인 설립 및 서울지사 오픈

2017. 02.

티엔디엔 위챗 결제 도입

2017. 07.

국내 사용자 대상 최초 토스 오프라인 송금 제공

2018. 03.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등록

2018. 10.

일 거래금액 1억 돌파 대림중앙시장 알리·위챗페이 
도입 업무협약

2019. 09.

온라인 결제 플랫폼 <PAYBOX Online>런칭

 제휴기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롯데멤버스, 하나멤버스, NHN페이코

티엔디엔



605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주식회사 티엔디엔은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내국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역 및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티엔디엔 가맹점에서 중국에 상용화 되어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환전 없이도 자국의 화폐로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에게는 알리, 위챗페이부터 국내 간편결제인 페이코, 하나머니, 엘포인트에 
이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가적인 앱 설치나 사용방법을 익힐 필요 없이 사용하던 그대로 결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결제 방법은, 여러가지의 결제 방식이 하나의 QR코드 (TNDN ONE QR)에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단말기로 가맹점 QR을 스캔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맹점의 기존 포스기와 연동이 되는 기기 
하나로 가맹점에서 사용자의 QR을 스캔하는 결제방식도 존재한다. 이렇게 결제를 마치면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2019년 9월에는 알리, 위챗, 유니온페이가 가능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PAYBOX Online>을 런칭하여 중국 
온라인 결제가 필요한 웹 쇼핑몰에 결제 서비스 또한 제공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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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티클 영문명 TICKLE Co., Ltd.

대표자명 강상윤 설립일자 2019. 01. 3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 50 6층

홈페이지 https://tickleinvest.com 이메일 admin@tickleinvest.com 대표번호 1544-5803

담당자 연락처 010-2642-9416 담당자 이메일 seonhyung@tickleinvest.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0만원

주요 서비스 티클 핀테크 분야 금융투자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세계 1위의 카드 사용 건수, 활발한 금융 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재테크는 
아직도 어려운 먼 미래의 일입니다.

티클 팀은 어렵고 딱딱한 금융을 새로운 밀레니얼 
감성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저축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금융습관의 시작, 
잔돈저축 서비스 티클' 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티클은 2030세대의 소비습관을 투자와 연결지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평소 물건을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도록 '금융습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티클은 서비스 정식 런칭 이후 신규 사용자, 
저축액 모두 매달 2배 이상씩 성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의 
파트너쉽 계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사,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소재의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더욱 공격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19. 01.

주식회사 티클 법인 설립

2019. 03.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 선정

2019. 0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선정

2019. 04.

NH농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NH디지털챌린지+' 선정

2019. 05.

한국사회투자 금융혁신솔루션 프로그램 선정

2019. 06.

미래에셋대우 파트너사 선정, 파트너쉽 계약 체결

2019. 07.

'티클 - 잔돈, 저축, 투자' 런칭

2019. 12.

누적 저축액 3억원 돌파

2019. 12.

누적 다운로드 30,000건 돌파

2019. 12.

블랙마운틴벤처스로부터 2억원 Seed 투자 유치

 제휴기관

데일리펀딩, 미래에셋대우

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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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티클은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본인의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 투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축 습관을 들이기 어렵거나, 투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합니다.
티클은 저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 소비와 연계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사용자의 
저축 목표 달성 및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 저축된 금액을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에셋대우, 데일리펀딩을 비롯한 여러 
제휴사들과 협력하여, 소액의 투자금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잔돈 자동 투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잔돈 단위로 부담없이]
  - 자주 쓰는 카드를 티클에 연동하면, 결제할 때마다 1,000원 이하의 잔돈(‘티클‘)이 연결된 CMA 계좌에 

 저축됩니다.
  -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축이 자연스러워지는 ‘습관적인 저축’을 경험하세요.

▶ [내가 쓰는 카드 그대로]
  - 카드 사용 내역과 함께 매일매일 모이는 티클을 확인해 보세요.
  - 하루만 티클을 모아도 저축계좌에 이자가 쌓입니다.

▶ [목표를 설정해 재미있게]
  - 티클이 제안하는 세 가지 챌린지로 빠르게 목표를 세워보세요.
  - 자유롭게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 [티클 곱하기로 더 빠르게]
  - 모이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땐, 곱하기로 저축액을 늘려보세요.
  - "정기 티클"로 매주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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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티페이정산 영문명 tpays

대표자명 김중태 설립일자 2019. 06. 1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56-3

홈페이지 http://www.tpays.co.kr/ 이메일 bangjh@tpays.co.kr 대표번호 02-1522-6667

담당자 연락처 010-8891-3458 담당자 이메일 bangjh@tpays.co.kr
종사자 수 18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즉시입금정산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티페이정산은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카드매출 즉시입금 정산서비스 업체입니다. 

2015년 서비스 개시(법인 설립은 2019년) 이후, 수 
많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가맹점주님들의 서비스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P2P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저 수수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 및 
금융감독원 등록)

2019. 06.

법인 설립

 제휴기관

나이스신용정보

티페이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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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사업장에서 결제된 카드매출을 8개의 카드사에서 수집, 정산 후에 2일에서 5일 뒤에 입금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금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과 매출정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티페이정산은 전날 발생한 카드매출을 다음날에 즉시 입금해드리는 서비스로, 다음날에 입금해드리는 
즉시입금과 8개 카드사의 대금을 한번에 입금해드리는 정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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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틸론 영문명 Tilon

대표자명 최백준 설립일자 2001. 08. 08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602호

홈페이지 www.tilon.com 이메일 bslee@tilon.com 대표번호 02-2627-9000

담당자 연락처 02-2627-9013 담당자 이메일 bslee@tilon.com

종사자 수 46명 자본금 20억원

주요 서비스 보안, 가상화, 표준 
전자문서,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틸론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클라우드, 온·오프라인 연계,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관리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틸론은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클라우드 및 
핀테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IR52 장영실상 
2회 수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PDF 기반 
전자문서 생성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 
에이치아이컴즈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1.

회사 설립

2002.

유망 중소 정보통신 기업 선정,

INNO-BIZ 기업 선정

2004.

IR52 장영실상 수상

2011.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2012.

지식경제부 IT 중소기업 산업화 기술상 수상

2015.

KONEX 시장 상장,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선정

2016.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과 블록체인 기술개발 협약

 제휴기관

근로복지공단, 동양생명, 삼성카드, 서강대학교,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KB국민카드,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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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틸론은 클라우드 및 핀테크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핀테크 솔루션 중 에프스테이션(Fstation)은 비대면 인증으로 보낸 PDF 전자문서를 보험, 카드,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에서 비대면 인증으로 저장된 전자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솔루션이다. 종이로 
된 문서를 하나의 전자문서로 일원화해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그린 IT를 구현한다.
센터페이스는 카드 신청, 은행계좌 개설 등 비대면 인증으로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센터페이스의 
비대면 본인 인증 과정은 암호화된 표준전자문서로 제작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전자문서다. 센터페이스는 
PDF 기반의 전자문서로 계약서 신청에 필요한 서명 기능과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특정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주는 블랙마킹(BlackMarking) 기술로 신분 확인을 위해 촬영된 주민등록증 이미지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센터체인은 진본 여부가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에 이용되는 위조 판별 보안 솔루션으로 부동산 계약, 보험 계약, 
학위 증명서, 보증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본 확인용으로 활용된다. 전자문서에 진본 여부를 증명하는 
전자도장을 찍어 ‘미확인, 변조, 진본’ 여부를 가려낸다. 전자문서 생성 시 진본 검증 정보를 하나의 저장 공간이 
아닌 노드 서버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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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팀윙크 영문명 teamwink

대표자명 김형석 설립일자 2018. 03. 1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10층

홈페이지 alda.ai 이메일 biz@wink.kr 대표번호 070-5184-3443

담당자 연락처 070-5184-3443 담당자 이메일 aaron@wink.kr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41억원

주요 서비스 신용 및 자산 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팀윙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상호간의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합리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자산관리(PFM) ‘알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금융 생활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제시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직관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서비스명을 
한글 ‘알다’로 정했습니다.

2018. 03.

팀윙크 주식회사 설립

2018. 07.

'알다' 앱 서비스 및 업계 최초 '신용올리기' 서비스 
출시

2018. 12.

'통신비 납부 내역으로 신용올리기' 서비스 출시

2019. 01.

국내 최초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 출시

2019. 05.

BNK경남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연동

2019. 05.

'알다' 46만 다운로드 돌파

2019. 0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선정

2019. 09.

'알다' 앱 서비스2.0 출시

2019. 09.

75만 다운로드 돌파

 제휴기관

상상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캐피탈,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KCB신용평가, KEB하나은행, OK저축은행

팀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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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알다는 흩어져 있던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모으고 놓치고 있던 금융권리를 찾으며 사용자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과 자산관리를 제공합니다. 알다는 정보를 쉽게 수집해서 이용자에게 편하게 보여주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편하게 금융자산을 관리, 몰랐던 금융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다’가 똑똑하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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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파운트 영문명 FOUNT

대표자명 김영빈 설립일자 2015. 11. 0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홈페이지 https://fount.co/ 이메일 contact@fount.co 대표번호 02-2038-0263

담당자 연락처 010-3266-8454 담당자 이메일 nyk@fount.co

종사자 수 23명 자본금 38억 8,500만원

주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파운트는 저렴한 수수료의 모바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체이다.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분석, 금융고객 분석을 
자동화하여 자산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11월 창업 이래 연평균 57%라는 
매출신장과 41%의 고용성장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였고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1위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선도 업체로 자리잡았다.

2015. 11. 웰스앤리버티 법인 설립

2016. 05. 법인명 변경 – 주식회사 파운트

2016. 06. 신한카드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주

2017. 05. 우리은행 '우리로보알파' 출시

2017. 11. 한국경제신문 주관 제17회 모바일기술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17. 11. 도전!K-스타트업 2017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2017. 12. 제17회 모바일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8. 06. 대고객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MK파운트' 출시

2018. 07.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수상

2018.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12. 가족친화인증 획득

2019. 02. MK파운트 연금서비스 출시

2019. 06. MetLife collab 5.0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2019. 06.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 10. 제43회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제휴기관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파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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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혁신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 '18년 6월 자동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낮은 변동성과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자문서비스 'MK파운트'출시(매일경제신문, 신한금융투자와 합작 출시)

  - 기존은행의 Private Banking 서비스를 범용화 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 확장

  - 기존 금융상품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고 성과보수만을 후취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 <고객 만족도 향상 기준>
● 저비용 : 투자 알고리즘 자동화를 통한 수수료 대폭 인하
● 편의성 : 모바일과 웹을 통한 간단한 가입 및 확인으로 편의성 증대
● 전문성 : 다양한 금융기법 활용으로 소액 분산투자 및 절세전략 실현
● 고객맞춤 : 운용자금 목적별 고객 자산관리 실현. 고객 성향별 최적 투자계획 제공
● 신뢰성 : 최고 전문가의 검증된 방법론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공



616

기업명 파이언스 영문명 Pience

대표자명 유재홍 설립일자 2014. 11. 26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16층 Block 12

홈페이지 www.freefi.co.kr 이메일 dongmin.paek@pience.net 대표번호 070-8260-0024

담당자 연락처 010-8761-3156 담당자 이메일 dongmin.paek@pience.net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BS, 특정 니즈 고객 

타겟팅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프리파이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LBS는 
파이언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술 기반입니다. 
특히 LBS 기술과 핀테크, 금융이 결합하면 비대면 
금융 마케팅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아가 최근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Open API를 통한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언스는 독보적인 LBS 기반 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고객이 있는 위치에 대한 
목적성을 파악하고 최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의 현재 위치에서 꼭 필요한 금융 정보, 
핀테크 서비스를 KB 캐피탈과 위탁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LBS (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2014. 11.

법인설립

2015. 02.

중소기업청 TIPS 지원 대상업체 선정

2017. 04.

삼성벤처투자 투자유치

2018. 08.

KB 금융그룹과 업무 협약 체결

2018. 12.

과기부 주최 ICT Innofest 2018 장려상 수상

2019. 06.

KB 캐티탈과 신기술 강화 협력 MOU 체결

2019. 11.

중고차 구입 예정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 상품 타겟 마케팅 (KB차차차)

 제휴기관

KB캐피탈

파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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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거리를 걷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출, 부동산 관련 전단지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도 
수시로 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많은 스팸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 광고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만 이들에게 필요한 대출 정보를 전달한다면 광고가 정보로서의 역할과 마케팅 효과 상승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거나 집의 전세, 매매를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만 방문하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으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나 상품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써서 비효율적으로 
광고하거나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만 특정해서 비대면 금융상품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쿠키 정보를 통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인 상품 또는 프로모션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파이언스의 위치기반 비대면 마케팅 솔루션은 SDK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서비스 앱에 손쉽게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미 기반 기술은 100만명이 다운로드 받은 프리파이 서비스를 통해 검증 및 입증 되었습니다. 
파이언스는 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신호 체계를 수집하고 적용 가능하므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를 기반으로 부동한, 보험, 신차 판매 매장 등 금융과 연관성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 등에 접목 
가능한 것이 이 기술과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파이언스의 기술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대면 영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니즈가 있는 고객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착하면 인식하여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정보 노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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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팍스모네 영문명 PaxMone Inc.

대표자명 홍성남 설립일자 2009. 06. 10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1206호

홈페이지 www.paxmone.com 이메일 snhong@paxmone.com 대표번호 02-3443-8001

담당자 연락처 02-3443-8001 담당자 이메일 snhong@paxmone.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5억 1,800만원

주요 서비스 크래파스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팍스모네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팍스모네가 개발한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서비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USA,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등에 원천기술 특허가 등록됐다.

신용카드 결제로 다른 회원에게 충전해 줄 수 
있고, 충전받은 회원은 충전액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정산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받은 금액 사용 내역이 통합 
정산된 청구서를 받게 된다.

2007. 11.

P2P 결제 시스템 관련 국내 특허 등록

2010. 03.

싱가포르 특허 등록

2010. 11.

BC카드와 서비스 출시 계약 체결

2013. 07.

일본 특허 등록

2013. 10.

말레이시아 특허 등록

(System and method for financial transaction)

2013. 12.

미국 특허 등록

(System and method for financial transaction)

 제휴기관

BC카드

팍스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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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팍스모네의 신용카드 회원 간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를 통해 수취인에게 충전하여 주고, 수취인은 
충전 받은 충전액을 신용카드사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사용한다. 
이때 신용카드사가 온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내역과 회원의 충전액을 정산하여 청구시 통합 청구하여 청산하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별도의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므로 
안전한 모바일 P2P 결제이다.
팍스모네는 P2P 결제 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미국(USA)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등록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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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팔백미터 영문명 800M

대표자명 이송미 설립일자 2017. 12. 1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 B/D 서울시핀테크랩 4층 114호

홈페이지 www.go800m.com 이메일 ceo@go800m.com 대표번호 02-2232-0529

담당자 연락처 02-2232-0529 담당자 이메일 ceo@go800m.com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억 5,900만원

주요 서비스 보험사고객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팔백미터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고객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팔백미터는 보험설계사와 고객 간 소통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설계사와 고객을 이을 경우 
고객들은 보험료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설계사와 회사는 고객 관리의 효율을 높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구조이다.

팔백미터는 2017년 교보생명 주최 인슈어테크 
해커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원 개발비를 유치, 
보험금 연체 관리 서비스 '팔백미터'를 출시하였다.

2017. 11.

인터넷진흥원-교보생명 인슈어테크해커톤 최우수상수상

2017. 12.

서비스 출시

2018. 03.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2018. 10.

대통령 프랑스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선정

2018. 10.

팔백미터앱 다운로드 4만달성

2018. 12.

서울 국제발명대회 동상수상

2019. 04.

스위스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은상 수상

2019. 10.

서울시핀테크랩 육성기업선정

2019. 10.

서울시 금융위크 IP컴피티션 서울시장상 수상

2019. 11.

싱가포르 핀테크패스티벌 대표기업참가

2019. 11.

교보생명 이노베이션 데모데이 - 전시참여

2019. 11.

여성벤처의날 대표홍보기업 선정

 제휴기관

서울핀테크랩, 중소기업진흥공단

팔백미터



62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팔백미터(800m)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고객관리 플랫폼으로 비대면연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과 기술을 
접목하였다. 팔백미터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수금해야 할 금융상품(카드,보험,대출 등)의 연체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비대면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고객은 자동이체를 위한 조건을 모바일 앱을 통해 설정하고, 
이체일자에 조건이 맞으면 은행 오픈 API를 호출하여 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설정 금액보다 자동이체 금액이 
적어지면 해결책을 담은 알람을 보내어 연체예방 및 신용 보호가 가능하다. 
팔백미터는 연체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고객들도 보험을 해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을 제대로 연결하고 연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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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팜코브 영문명 PALM COVE Corp.

대표자명 양정환 설립일자 2019. 01. 1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301호

홈페이지 www.palmcove.kr 이메일 help@palmcove.kr 대표번호 070-4349-5558

담당자 연락처 070-4349-5558 담당자 이메일 jay@palmcove.kr

종사자 수 6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오팔마켓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팜코브는 개인간거래 기술을 탐구합니다.

주요서비스는 오팔마켓으로 육아용품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아용품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으며, 배송 및 결제, 
자유로운 개인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구매연결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 01.

법인설립

2019. 05.

부산대표창업기업 선정

2019. 05.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

2019. 06.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2019. 11.

오팔마켓 안드로이드 베타서비스 런칭

 제휴기관

토스, 홈픽

팜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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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육아여성을 위한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아이의 성장월령에 따라 적절한 물품 및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개인간 거래시, 채팅창 내에서 결제/배송의 기능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지역(구/군/시)마다 개설되는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교류가 가능합니다.

▶지역의 육아관련 상권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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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팝펀딩 영문명 Popfunding Inc.

대표자명 신현욱 설립일자 2012. 05. 1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NHN플레이뮤지엄 3층

홈페이지 www.popfunding.com 이메일 service@popfunding.com 대표번호 031-8038-2443

담당자 연락처 031-8038-2398 담당자 이메일 an.sanghyun@popfunding.com

종사자 수 45명 자본금 17억 8,300만원

주요 서비스 P2P금융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팝펀딩은 P2P 대출 플랫폼 운영 업체다.

부동산 외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2P 
금융 플랫폼으로, 10년 이상 P2P업을 영위해왔다.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와 저신용자,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자를 연결해 양자에게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팝펀딩의 개인 투자는 팝펀딩의 여러 
투자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청한 금액이 
달성이 되면 대출이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이다.

기업 투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P2P 서비스로, 신용/담보/부동산NPL 등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2017년, 금융전문지 '아시안뱅커(The Asian 
Banker)' 선정 '한국 최우수 P2P금융'상을 
수상하였다.

2007.

서비스 오픈, 담보대출 시스템 개발, 채권거래 
시스템 서비스 2012-2014 한국인터넷금융에서 
팝펀딩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선거펀드 서비스

2014.

한국인터넷금융에서 팝펀딩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선거펀드 서비스

2015.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시작, 벤처기업 인증,

2016.

룩셈부르크 소재 silverhorn펀드로부터 대출상품 
투자 유치, 음원담보대출 서비스 시작, NHN Ent. 
지분투자(최대주주)

2017.

아시안뱅커지로부터 "2017 Best P2P Lending 
Platform In South Korea" award 수상, 
부동산 NPL 대출 서비스 시작

2018.

금융기관 대출상품 투자 유치, 연간누적 대출 취급액 
1천억 돌파

2019.03.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지정대리인 선정

 제휴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팝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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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팝펀딩은 P2P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팝펀딩의 개인 투자는 여러 투자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청한 
금액이 달성이 되면 대출이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이다. 최소금액으로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개인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의 연체나 대손 등의 
미상환 문제 발생시에도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의 상환계획, 소득 정보 등을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팝펀딩의 개인투자는 상환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신용이 낮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팝펀딩의 기업투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P2P 투자상품이다. 신용/담보/부동산NPL 등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상품별로 Safe-Plan을 제시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각 상품 유형별로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기준 연 11%~18%대의 투자 수익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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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패스싸인 영문명 PassSign

대표자명 이완석 설립일자 2000. 09. 2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2(한강로 3가) 2층

홈페이지 http://www.passsign.com 이메일 wslee@passsign.com 대표번호 02-599-9294

담당자 연락처 02-599-9294 담당자 이메일 sorate@passsign.com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3억 5,000만원

주요 서비스 PSSecuSign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패스싸인은 생체 서명 인증 기술 개발 업체다. 

세계적으로 생체 인증을 통한 보안 시장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맞춰 2000년 9월에 설립됐다.

패스싸인은 다이내믹 생체 서명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내믹 생체 서명은 스마트폰의 
터치패드에 사용자가 직접 수기 서명을 입력해 
등록된 원본 정보와 실시간 입력받은 정보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2004년에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2000. 09.

회사 설립

2000. 10.

‘다이나믹 프로그램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
서명 인증 방법’ 특허 출원

2001. 06.

PS2001CE PDA용 생체 서명 인증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완료

2002. 09.

PS2001CE 삼성전자 PDA용 로그인 프로그램 납품

2002. 09.

한국후지쯔와 공동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2003. 08.

‘전자서명을 이용한 신용카드 전표처리 시스템’ 
BM 특허 출원

2004. 01.

대구 북구청에 서명 캡처링 시스템 납품 
(지방세 신고 시스템)

2015. 12.

KISA 핀테크 관련 API 개발지원

2017. 01.

NIA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 사업 납품

 제휴기관

농심메가마트, 롯데마트, 삼성전자, 이마트, 한국정보인증, 후지쯔

패스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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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패스싸인은 동적 생체 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업체다. 패스싸인이 보유한 다이내믹 수기 서명 및 
패스워드 생체 인증 솔루션은 데스크톱 PC를 위한 온라인 서명 인증 보안 프로그램, PDA를 위한 서명 인증 
로그인 프로그램, 데스크톱 PC를 위한 서버 기반의 온라인 서명 인증 시스템, PDA를 위한 서버 기반의 온라인 
서명 인증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서명 인증 시스템은 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 인식의 한 기술로써 전자펜을 이용한 그래픽 
기반의 서명을 통해 특성벡터(모양, 속도, 압력 등)를 추출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판별, 모든 개인 인증이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다. ID나 패스워드와 같이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되며 도장, 열쇠, 카드 등과 같이 항상 
소지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의 본인 확인 수단의 단점인 분실, 유출, 도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생체 인식(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과 달리 거부감이 없어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명을 인증 매체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은행 통장, 출입국 관리, 전자문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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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퍼니피그 영문명 FunnyFig Co., Ltd.

대표자명 조해나 설립일자 2019. 07. 25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4. 2층 (서교동, 예경빌딩)

홈페이지 www.altongp2p.com 이메일 contact@altongp2p.com 대표번호 1800-6058

담당자 연락처 070-5099-9400 담당자 이메일 cs.lee@funnyfig.com

종사자 수 32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알통, P2P 금융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퍼니피그는 국내 1위의 독보적인 P2P솔루션 
제공사업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P2P금융 시장 초기부터 다져온 
P2P솔루션 제공사업과 투자 및 투자내역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알통 P2P]라는 P2P금융 
메타서비스, 블록체인(하이퍼레저 Hyperledger) 
방식으로 생성된 원리금수취권을 분산 매도, 
매수가 가능한 원리금수취권 거래소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퍼니피그는 국내 법제화 이슈에 발맞추어 
시장 영향력을 확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의 진출로 새로운 핀테크 시장인 P2P금융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 업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2019. 07.

퍼니피그 주식회사 설립

2019. 07.

상위 5개 펀딩사 중 3개 펀딩사가 퍼니피그 솔루션 사용

2019. 07.

누적대출액 1,000억 이상 펀딩사의 25%가 
퍼니피그 솔루션 사용

2019. 07.

누적대출액 100억 이상 펀딩사의 절반 이상이 
퍼니피그 솔루션 사용

2019. 11.

P2P 금융 메타서비스 [알통 P2P] 서비스 런칭

2019. 12.

퍼니피그 P2P솔루션 파트너사 누적펀딩액 
1조 8천억원 돌파

2020. 02.

원리금 수취권 거래소 런칭 예정

 제휴기관

공유펀딩, 그릿펀딩, 나모펀딩, 나이스평가정보, 넥스틴, 다우기술,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리딩플러스펀딩, 
모자이크펀딩, 미라클펀딩, 바른펀드, 브이펀딩, 솔라시도펀딩, 씨피펀딩, 에이스펀딩, 엑스퍼트펀드, 와이펀드, 
와이프펀딩, 웰컴페이먼츠, 유니콘렌딩, 이지펀딩, 이투펀딩, 주나펀드, 타겟펀딩, 탑펀드, 펀드어헤드, 펀디스트, 
페이게이트, 포켓펀딩, 프로핏, 한국경우펀딩

퍼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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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알통P2P]는 새로운 금융법으로 태어난 新재테크, P2P금융 서비스이다.
다수의 펀딩사를 한 번에 연동하고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내역과 예치금관리도 알통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 
알통계좌 발급 후 한 번의 인증만 하면 투자 때 마다 번거로운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투자예정 중인 상품을 놓치지 않게 예약해서 투자할 수 있으며,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신규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2020년에는 P2P투자에 유동화를 더한 원리금수취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서비스 예정이다. 보유 중인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투자하지 못한 상품에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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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퍼시픽나인 영문명 PACIFIC9

대표자명 김장현 설립일자 2019. 05. 2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센터 서관 10층 핀테크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pacific9.co.kr 이메일 amrs73@gmail.com 대표번호 010-5049-5112

담당자 연락처 010-5049-5112 담당자 이메일 amrs73@gmail.com

종사자 수 2명 자본금 3,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기술개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퍼시픽나인은 O2O플랫폼 기술 개발에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상공인 대상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9. 05.

(주)퍼시픽나인 설립

2019. 05.

2019년 서울혁신챌린지 지원사업 선정

2019. 10.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

 제휴기관

마이피트니스, 서울산업진흥원, 스타셀

퍼시픽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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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소상공인 대상 사용자들이 광고를 보면 코인을 지급하는 마케팅 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의 가게 부동산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로 진행하며, 기술개발에는 AI 기법과 블록체인 기법을 
통해 데이터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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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퍼즐벤처스 영문명 Puzzles Co.

대표자명 노현우 설립일자 2016. 05. 12

주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홈페이지 WWW.OILNOW.CO.KR 이메일 rohy@oilnow.co.kr 대표번호 010-2639-5138

담당자 연락처 010-2639-5138 담당자 이메일 rohy@oilnow.co.kr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오일나우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퍼즐벤처스는 운전자 정보 추천 플랫폼 
오일나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투자 및 R&D 자금 유치를 
이어왔고, 무엇보다도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빠르게 성장중입니다.

오일나우는 2018년 여름 최초로 출시된 이래,

- Appstore 에디터 추천 앱 5회 선정

- Galxaxy Apps 에디터 추천 앱 4회 선정

- Google Playstore 에디터 추천 앱 1회 선정

모든 스토어 자동차/네비개이션 카테고리 내에서 
1위에 여러차례 등극한 바 있습니다.

퍼즐벤처스 팀은 '나에게 딱 필요한' 정보만 골라줄 
수 있도록 TMI 없이 직관적인 UI/UX 설계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7. 08.

삼성벤처투자 투자 유치

2018. 01.

인라이트벤처스 투자 유치

2018. 06.

오일나우 안드로이드 앱 출시

2018. 10.

인라이트벤처스 투자 유치

2019. 01.

오일나우 아이폰 앱 출시

2019. 10.

전략적 투자 유치

 제휴기관

삼성전자, 한국석유공사

퍼즐벤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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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오일나우는 운전자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한 맞춤형 정보추천 플랫폼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필요한 
주유소 정보, 차량 관리,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앱 출시 이후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에서 추천 앱으로 여러차례 선정된 바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운전자와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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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펀디드 영문명 FUNDED Corp.

대표자명 왕민권 설립일자 2015. 11. 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2길 13, 201호 (삼성동, 중산빌딩)

홈페이지 www.funded.co.kr 이메일 funded@funded.co.kr 대표번호 02-518-7576

담당자 연락처 02-518-7576 담당자 이메일 funded@funded.co.kr

종사자 수 11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펀디드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펀디드는 KB금융지주가 육성하는 P2P금융 
플랫폼이다.

펀디드는 주거용 아파트 선후순위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KB신용정보, KB손해보험과 제휴해 투자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

자체적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실채권 매입 전문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2017년 7월에 비대면 본인 인증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다.

2015. 11.

회사 설립

2016. 04.

KB금융지주 육성 프로그램

‘KB 스타터스 밸리 7호’ 기업 선정

2016. 07.

개인 신용대출 기반 베타 테스트 시작

2017. 06.

KB손해보험의 차주 상환 면제 프로그램

‘플러스사랑 단체보험’ 제휴

2017. 06.

신한은행 제3자 예치금 서비스 적용

2017. 07.

비대면 본인 인증 특허 등록

 제휴기관
신한은행, 한화생명, KB금융그룹

펀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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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펀디드는 주거용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P2P 방식의 금융 서비스 업체다.
펀디드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해 단순 담보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자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병행해 분석한다. 대출 기표 후에는 KB신용정보와 
KB손해보험의 채권 추심 및 보험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자회사인 한국플랫폼연합자산대부에서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투자자들의 원리금 손실 위험을 차단한다. 
펀디드는 KB금융지주가 육성하는 유일한 P2P 금융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위한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KB신용정보는 채권추심 대행과 채권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KB손해보험은 대출자 상환 면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KB금융 브랜드의 공신력을 레버리지하여 펀디드의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펀디드는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채권관리 시스템과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대출 심사와 
관리 시간을 단축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인 부동산 가치평가 모델을 통해 심사 인력 
당 처리할 수 있는 심사 건수 제고에 따른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펀디드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출 시장에서의 부작용인 명의 도용과 사기 방지를 위해 신용 
데이터를 통한 본인 인증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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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르미 영문명 FERMI Co., Ltd.

대표자명 조남홍 설립일자 2018. 05. 0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608호

홈페이지 www.fermi.co.kr 이메일 info@fermi.co.kr 대표번호 02-400-5816

담당자 연락처 010-3885-1727 담당자 이메일 cmlee@fermi.co.kr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실시간 고객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실시간 영상상담 

솔루션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르미는 비 설치형 실시간 멀티채널 고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이다.

Non Active X HTML5 기반의 멀티채널 상담 
솔루션을 통해 앱(APP) 설치가 필요 없는 
영상/음성/채팅 등 멀티채널 고객 상담 서비스를 
클라우드 SaaS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서, 초기 
구축비용 없이도 효율적이며 질 좋은 고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르미는 멀티채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을 토대로 고객에게 
특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 05.

법인 설립

2018. 06.

농협 AI KMS 시스템 개발 계약

2018. 07.

FINTECH API 개발지원사업 선정(인터넷진흥원)

2018. 10.

BC카드 영상 상담 시스템 구축

2018.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상상담 시스템 구축

2019. 07.

국민연금 영상상담 시스템 구축

2019. 11.

권익위원회  영상상담 솔루션 구축

 제휴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BC카드, KB손해보험, NH농협

페르미



637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 콜센터용 웹기반의 영상상담 시스템 솔루션(CO-VIEW 제품) > 
CO-VIEW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융권의 각종 비대면 계약(신탁, 투자일임) 및 각종 제신고 및 
금융 상품 상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 CO-VIEW 제품은 WebRTC 기반의 플랫폼으로 설계 되어 있어 복잡한 설치과정 없이 
채팅/영상공유/문서공유를 포함한 멀티채널 고객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2. WebRTC-SIP G/W 기능으로 기존 IP교환기(CTI)와의 연동 제공

▶ 3. 기타 콜센터 내 다양한 레가시 시스템에 쉽게 integration 가능

▶ 4. 금융위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보안 및 상담 관리 적합성을 제공

▶ 5. 상담 Agent와 고객용 Client의 직관적 UI와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편의성 제공
  - 채팅 기능
  - 실시간 영상 공유(화상상담) 기능
  - 문서/미디어/이미지 공유 기능 
  - 펜 /포인터 등 판서 기능 
  - 캡쳐/녹화/메모 기능 
  - 상담원 화면(스크린) 공유 기능 

▶ 6. 녹화 저장 및 플레이의 보안성(KEY 처리) 제공

▶ 7. 안정적인 분산 구조 채용(시그널링, 미디어 처리, 녹취) 및 이중화 지원으로 시스템 안정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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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르소나시스템 영문명 Persona System Co., Ltd.

대표자명 유승재 설립일자 2017. 03. 2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60 2층

홈페이지 www.bottalks.ai 이메일 admin@bottalks.co.kr 대표번호 02-762-8713

담당자 연락처 02-762-8713 담당자 이메일 support@bottalks.co.kr

종사자 수 16명 자본금 5억 600만원

주요 서비스 AI키오스크, 챗봇, 콜봇,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르소나시스템은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인 대화형 플랫폼 업체로서 3년간 대화형 
플랫폼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어에 특화된 
NLP(자연어 처리), NLG(자연어 생성),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챗봇, AI Kiosk 기술로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영어 엔진에 한국어를 학습시켜 한국어 인식률이 
떨어지고 컨텍스트 유지가 안되는 기존 챗봇의 
Pain Point를 해결하여, 금융분야의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긴급출동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2017. 03.
회사 설립
2017.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 10.
특허등록 1건, 5건 출원(국내5, PCT1)
2017. 12.
과학기술정보통신비 K글로벌스마트미디어사업 
우수상 수상
2018. 01.
K-글로벌ICT-300 유망기업 선정/벤처기업인증
2018. 05.
기술보증기금 벤처캠프 선정 1위 수상
2018. 10.
동유기술투자 투자유치 10억
2019. 04.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 선정
2019. 05.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선정
2019. 05.
코리아핀테크위크2019 핀테크어워즈 혁신상 수상
2019. 06.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인텐리전스대상 우수상 
수상(스타트업부문)
2019. 07.
메가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5억

 제휴기관

DB손보

페르소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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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대화형 AI 플랫폼은 글로벌 기업(IBM,구글 등)만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로 국내에서는 동사가 유일하다. 
당사 챗봇은 
① 한국어 인식률이 높고 문맥 파악, 이전 대화 기억, 사투리 인식이 되어 진정한 쌍방향 대화가 가능
   (KOLAS 국제공인시험 결과 한국어인식률 100%, 응답속도 0.43초)
② 10만 건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자동생성하는 NLG 기술이 내장되어 구축기간 단축, 비용절감이 가능
③ 자체 대화형 플랫폼을 이용한 설치형 챗봇이 가능하여 보안이슈가 없다. 또한, 국내 최초로 3D 캐릭터와 
   대화하는 기술(PCT 출원)을 적용한 음성으로 Interface가 되는 AI Kiosk를 개발해 보험업 포함 전 금융권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의 사용편의성 제고와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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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게이트 영문명 Pay Gate

대표자명 박소영 설립일자 1998. 07. 01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아르누보팰리스 2층

홈페이지 www.paygate.net 이메일 support@paygate.net 대표번호 02-2140-2700

담당자 연락처 02-2140-2700 담당자 이메일 support@paygate.net

종사자 수 40명 자본금 54억 9,800만원

주요 서비스 결제서비스, 글로벌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게이트는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은행 기반 
계좌이체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 웹 표준 
기술을 토대로 한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페이게이트는 ‘멀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Multi-Payment Gateway)’ 특허를 획득하고 
중국·일본·유럽 등의 결제 수단에 적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Seyfert)’를 
영국, 미국, 룩셈부르크 등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세이퍼트는 글로벌 금융 계좌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웹 표준 핀테크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특별한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금이체, 출금, 외화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1999. 02.

개인용 전자지불 시범 서비스 실시

2001. 02.

ISO-9001 인증 획득

2002. 10.

PDA 결제 서비스 실시

2011. 09.

미국 P&C Commerce, 글로벌 결제 서비스 오픈

2012. 12.

PCIDSS v.2.0 인증 완료

2013. 12.

신세계페이먼츠 글로벌 결제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광주은행, 솔로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PayPal, SMBC

페이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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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게이트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페이게이트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신용카드 지급결제 서비스인 오픈페이는 자체 특허 기술을 금액 
인증(Amount Authentication) 플랫폼에 적용해, 전 세계 금융기관 중 최적의 결제 환경을 제시한다. 
금융기관과 실시간 연계해 트래픽을 처리, 제공하는 글로벌 신용카드 지급결제 서비스다.

▶페이게이트가 개발한 '세이퍼트'는 온라인상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고객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플랫폼에 보관되는 대금을 고객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관공서, 
e커머스 기업, P2P 기업,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이 활용하고 있다.

▶세이퍼트 익스체인지는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최상위 버전이다. 거래소 시장의 코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세이퍼트 익스체인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다.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세탁 방지 등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글로벌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보안·인증까지 
확보했다.

▶비코다오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비트코인 상점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 강력한 FDS(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와 
신용카드 인증 거래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수준에 따라 일일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와 금액 한도가 제한돼 비트코인이 투기에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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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누리 영문명 Paynuri

대표자명 조주형 설립일자 2014. 10. 14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파트너스타워1차 10층

홈페이지 www.paynuri.com 이메일 pg@paynuri.com 대표번호 02-1644-1772

담당자 연락처 070-4895-6030 담당자 이메일 nicoom@paynuri.com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25억원

주요 서비스 PG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누리는 2014년 10월에 설립된 IT금융결제 
전문기업으로써,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더불어 
전자금융서비스, IT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짧은 시간 동안 PG사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오더, 
오픈뱅킹 등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결제서비스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핀테크 기업 
페이누리입니다.

2014. 10.
주식회사 에이머스 법인 설립
2014. 11.
카드 매출 정산 서비스 개발
2015. 04.
금융감독원 PG사 등록
2015. 05.
전자결제대행업 정식 등록 완료
2015. 09.
주식회사 페이누리 법인명 변경
2016. 07.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획득
2017. 05.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
2018. 05.
통신과금 서비스 등록
2018. 07.
자본금 증자 25억
2019. 02.
외국환 취급기관 등록
2019. 02.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입
2019. 05.
텐센트 위챗페이 결제대행 제휴 체결

 제휴기관

나이스페이먼츠, 비씨카드, 우리은행, 텐센트,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KCB, NHN한국사이버결제

페이누리



643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영역과 파생되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누리가 자체 구축한 PG 영역에서는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며 
이러한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솔루션과 ASP/SM/SI는 물론, 배달솔루션, 학원 관리 솔루션,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필드에서의 솔루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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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레터 영문명 Payletter Inc.

대표자명 이성우 설립일자 2001. 01. 2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3 (대사빌딩)

홈페이지 https://www.payletter
.com/ko/ 이메일 payletter_sales@

payletter.com 대표번호 02-6191-3710

담당자 연락처 02-6191-3845 담당자 이메일 djmoon@payletter.com

종사자 수 130명 자본금 42억 5,400만원

주요 서비스 빌링솔루션, 
전자 결제 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레터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빌링과 페이먼트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되어 온라인 비즈니스의 완결을 
지원하는 빌링과 전자 결제 서비스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제휴하여 최신 기술, 신속한 
지원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페이레터는 직원 중 85% 이상이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2001. 01. 페이레터 법인 설립
2001. 12. 중소기업청 인정 기술평가 벤처기업 선정 
2002. 03. 빌링솔루션(BillOneQ) 출시
2002. 04. 전자결제 서비스(PayOneQ) 출시
2002. 12. iMBC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5. 01. KBS인터넷(주)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6. 04. CJ Music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7. 01. 미국 Aeria Games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8. 03. (주)에스비에스아이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9. 01. KTF뮤직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09. 06. KBSi, iMBC, SBSi와 BillOneQ for 방송

통합다운로드 계약 체결
2010. 06. 미국 Riot games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1. 06. Tving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2. 06. 한국 컨텐츠진흥원과 Gamengame사이트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빌링솔루션 계약체결
2013. 09. CJ E&M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4. 01. SEGA 퍼블리싱 코리아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4. 03. 삼성카드주식회사와 e-gift card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5. 09. SG골프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6. 04. Cherry credits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 계약 체결
2016. 06. Degica와 일본 진출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 계약 체결
2017. 02. Paypal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 계약 체결
2018. 04. LF네트웍스와 온라인 쇼핑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 계약 체결
2019. 02. 컬리와 마켓컬리 서비스를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9. 04. PUBG와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위한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2019. 04. 오피지지와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위한 

빌링솔루션 계약 체결

 제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페이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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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빌링솔루션(BillOneQ)] 
페이레터의 빌링솔루션(BillOneQ)은 E-wallet 기능을 기반으로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고객 맞춤형 High-end 시스템입니다. 페이레터의 빌링솔루션은 온라인 컨텐츠 소비의 모든 내용을 
측정하여 소비에 대한 과금, 수남, 청구, 정산까지 처리해주는 통합형 솔루션입니다. 또한 페이레터의 
빌링솔루션은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온라인 컨텐츠(게임, 음악, 
VOD, VR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SaaS시스템이 아닌 customizing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 
페이레터의 전자 결제 시스템(PayOneQ)은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 계좌, 상품권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 E-wallet, 편의점 결제, 현지 결제수단 등 
전 세계 시장에 적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레터의 결제 시스템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단일 API로 
연동하여, 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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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민트 영문명 Paymint Inc.

대표자명 김영환 설립일자 2014. 03. 12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IT벨리) 901호

홈페이지 www.paymint.co.kr 이메일 master@paymint.co.kr 대표번호 0505-980-7000

담당자 연락처 0505-980-7007 담당자 이메일 younghwan.kim@paymint.co.kr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11억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오더, 모바일POS, 
메시지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민트는 결제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4년 
설립되어 국내 대기업 및 금융사의 간편결제를 
개발해 왔다.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간편결제 솔루션인 
'LINQ(링크)'를 개발해 자체 서비스로 서울 및 제주 
일부 가맹점에서 안정적인 테스트를 끝내고 추가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페이민트의 'LINQ'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처럼 기다림없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 후 주문하고 결제는 고객의 
휴대폰에 설치된 각종 다양한 간편결제 및 금융사 
앱을 통해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2018년, 'KB스타터스'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 
한경핀테크 대상' 지급결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 03.

회사 설립

2014. 09.

카카오페이 개발(LG CNS)

2015. 03.

앱카드 공통모듈 연간 운영 개발(NICE 정보통신)

2016. 10.

'단추(Danchoo)' 원버튼 사물인터넷 결제 서비스 개발

2016. 12.

용돈관리 앱 포니 개발(신한은행)

2017. 02.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8. 07.

LINQ 옴니채널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

2018. 09.

계좌기반 실시간 간편결제 개발

2019. 03.

제로페이 결제중계회사 선정

2019. 06.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금융위원회)

2019. 10.

'결제선생' (간편청구결제서비스) (주)대교 오픈

 제휴기관

나이스정보통신,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Card Info Link,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SNET, SUNMI Tech

페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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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민트는 결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업체다. 페이민트는 현금 없는 사회와 온·오프라인 
통합 전자금융 서비스를 위해 모든 사업자와 고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규제, 
고객을 아우르는 신결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페이민트가 선보인 핑거싸인(FingerSign)은 이용자의 동적 행위를 인식해 공인인증서 없이 암호학적 부인 방지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링크(LINQ)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간편 주문과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결제선생은 간편청구결제 서비스로 학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구정보를 
전송하고 고객은 이미 스마트폰에 설치된 다양한 결제수단 중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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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업 영문명 PAYUP Co., Ltd.

대표자명 최진선 설립일자 2016. 10. 16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빌딩 B동 411호

홈페이지 www.payup.co.kr 이메일 payup@payup.co.kr 대표번호 1644-1017

담당자 연락처 010-7770-7291 담당자 이메일 one@payup.co.kr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신용카드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업은 2016년 설립된 간편결제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약 1천여개 가맹점에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모든 
고객을 위해 간편하고 편리한 결제 솔루션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서비스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창업초기부터 소상공인과 SNS마켓 판매자를 위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누적 취급액 약 
300억 규모를 달성하였다.

베트남과 태국을 1차 공략 대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합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특히 
해외에서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블록체인 
신기술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2016. 10. 

법인 설립

카드모바일 서비스 오픈

2017. 06.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협약 체결

2017. 12.

벤처기업인증

모바일쇼핑몰 라이브샵 서비스 오픈

2018. 01.

스포츠동아 2018년 품질만족지수 1위 및 
혁신기술 대상

2018.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03.

KTB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유치 성공(2.3억원)

국민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 선정

2018. 11.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유치 성공 (2.3억원)

 제휴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서울테크노파크, 한국벤처투자, KTB투자증권

페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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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업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다. 페이업 결제앱이 있으면 간편하게 카드결제가 가능하여 별도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 판매사원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 유용한 서비스이다.
또한 가맹점에게 동영상 쇼핑몰 'LiveShop'을 무료로 제공하여, 쇼핑몰이 없어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페이업은 1,000여 제휴사에 신용카드 수기 결제(판매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 SMS 결제(구매자가 카드 
정보 입력), URL(파일 식별자) 링크 결제(문자 속 링크를 눌러 구입 화면으로 이동),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기 결제는 판매자가 페이업의 상점 관리자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하반기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오더로'를 상용화하여 주문, 결제, 오더 전달 등의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줄여주고, 고객에게는 줄을 설 필요 없이 주문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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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콕 영문명 PAYCOQ

대표자명 권해원 설립일자 2015. 08. 0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2

홈페이지 www.paycoq.com 이메일 ceo@paycoq.com 대표번호 02-3210-0000

담당자 연락처 02-3120-0000 담당자 이메일 mspark@paycoq.com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10억원

주요 서비스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솔루션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페이콕 
서비스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나 카드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페이콕 체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카드 
정보 영상 자동 인식기술로, 기존의 카드결제기나 
POS 장비와는 달리 카드리더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바일 
앱카드, NFC, QR코드, 바코드 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까지 모두 처리 가능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결제 단말기입니다.

페이콕은 빠르고, 쉽고, 간편하며, 매우 안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실물카드(신용/직불/ 
체크카드 등)를 인식하여 얻은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된 결제정보로 처리하는 
혁신적인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2015. 08.
페이콕 설립
2016. 02.
KCP와 업무제휴
2017. 04.
금융결제원과 업무제휴
2017. 05.
롯데멤버스와 업무제휴
2017. 06.
금융감독원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법적 권리 취득
(비조치의견서 수령)
2017. 07.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
2017. 11.
소프트웨어 기반 결제 솔루션 KTC 최초 인증 완료,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서비스 오픈
2018. 06.
중소벤처기업부 간편결제 우수사업자 선정
2018. 12.
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체결
2019. 01.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참여, 삼성전자와 NDA 체결
2019. 05.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KT와 NDA 체결
2019. 10.
혁신금융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롯데멤버스, 코밴, 퍼스트데어터코리아, 핀테크지원센터, 하나카드, KB금융그룹, KCP, KG이니시스

페이콕



65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콕의 주력 서비스인 ‘페이콕 체크’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단말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경제적인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결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발행, 포인트 시스템도 연계 가능하며, 결제내역 관리까지 
가능한 손안의 POS 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

▶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앱] : 현존하는 모든 실물카드 99.7% 인식기술, 암호화된 정보로 결제처리(KTC 인증 
획득), 실물카드/바코드/QR코드/NFC/후불교통카드 결제도 별도의 장치 없이 ‘페이콕 체크‘앱으로 결제 가능

▶ [갤럭시탭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POS] : ’페이콕 체크’ 기능이 포함된, 그리고 POS의 기능인 주방 프린터 연동과 
정산기능 제공, 원격 주문 결제 기능 제공 서비스

▶ [QR을 이용한 테이블 페이] : 소비자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QR을 인식, 
메뉴 선택, 셀프결제(실물카드)까지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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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페이퍼스 영문명 PayPerse

대표자명 이성원 설립일자 2017. 11. 03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더샵리버포레 1002-2204

홈페이지 www.payperse.com 이메일 alvin@payperse.com 대표번호 010-9219-5433

담당자 연락처 010-9219-5433 담당자 이메일 alvin@payperse.com

종사자 수 1명 자본금 2,000만원

주요 서비스 빅데이터, 송금/결제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퍼스는 QR code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환경에 최적화 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는 
업체다.

모바일결제와 빅데이터 사업을 결합한 
다이나믹QR코드 방식으로, QR코드에 고객의 주문 
내역과 각종 할인·멤버십 서비스 등 정보를 모두 
담아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집·저장·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QR코드는 가맹점의 은행계좌 정보만 담아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다이나믹QR코드는 사용이 
쉽고 저렴하면서도, 결제사업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2월 표준 기술 기반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2016. 07.

사업 특허 한국 출원

2017. 02.

사업 특허 한국 등록

2017. 05.

말레이시아 현지 사업자 MOU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자 MOU

2017. 11.

회사 법인 설립

2018. 08.

사업 특허 해외 출원

 제휴기관

KOTRA

페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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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퍼스는 QR코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모바일 결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페이퍼스가 개발한 '다이나믹QR코드'는 QR코드에 고객의 주문 내역 등 정보를 담아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를 저장·활용하는 서비스다.
기존 QR코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없었던 반면, 다이나믹QR코드는 사용방법이 쉽고 
저렴하면서도, 결제사업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페이퍼스가 수집한 결제데이터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가 없는 구매 정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이 가능하다. 이를 사업자는 가맹점이나 은행, 혹은 다른 대형 제조·유통사업자에게 마케팅 정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이나믹QR코드를 통해 가맹점, 결제사업자, 은행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제공한다.



654

기업명 페이플 영문명 Payple

대표자명 김현철 설립일자 2018. 03. 0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엔에이치디지털혁신캠퍼스 5층

홈페이지 www.payple.kr 이메일 help@payple.kr 대표번호 02-1522-5013

담당자 연락처 02-1522-5013 담당자 이메일 hc.kim@payple.kr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2,200만원

주요 서비스 간편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페이플은 전자결제서비스 전문 업체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모바일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플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결제방식을 
제공함으로서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전환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이플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페이플을 도입한 가맹점의 회원은 
누구나 페이플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플의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1차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 03.

주식회사 페이플 설립

2018. 04.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3기

2018. 09.

국내 액셀러레이터 프라이머 배치 14기

2019. 0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3기

2019. 04.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 1기

2019. 04.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1차 지정

 제휴기관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우리은행, 케이에스넷, 한국핀테크지원센터, NH농협은행

페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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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페이플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모바일앱 스타트업의 결제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정기구독 시장에 적합한 정기결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페이플의 목표는 고객사의 결제전환율을 높이는 것이기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고객사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페이플을 통해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고 이는 고객사의 결제전환율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페이플은 주니어 개발자도 결제모듈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RESTful 기반의 API를 
제공합니다. 이는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모듈 연결에 필요한 개발 리소스를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결제모듈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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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포어링크 영문명 FORELINK

대표자명 송기봉 설립일자 2001. 08. 01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308호

홈페이지 www.forelink.co.kr 이메일 kbsong@forelink.co.kr 대표번호 02-2113-9400

담당자 연락처 02-2113-9405 담당자 이메일 sikim@forelink.co.kr

종사자 수 130명 자본금 4억원

주요 서비스 SW개발, 네트워크 통합, 
보안/인증,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포어링크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로, 네트워크 
통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클라우드를 
선행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컨설팅,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빌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의 오픈 API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고려대와 함께 인지심리학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공동체 지역화폐 시장, 사회적 기업 및 중소 
자영업 시장에 진출해 지역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2001. 08.

회사설립

2004. 03.

Extreme Networks 파트너

2006. 12.

ISO 9001 인증

2010. 05.

Cisco 파트너

2013. 09.

기술연구소 설립

2014. 11.

DigitalRoute의 MediationZone 총판

2017.

블록체인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

2018. 12.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의 오픈 API 시스템 개발

2019. 12.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컨설팅 수행

 제휴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포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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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포어링크는 네트워크 통합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블록체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의 오픈 API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포어링크가 보유한 나눔코인 플랫폼에 QR 코드를 탑재하고 오픈 API를 개발함으로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쉽게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초기투자와 개발비용이 들어가지만, 
오픈 API를 이용할 경우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빠른 
시간에 도입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향후 본 서비스는 GPS를 활용한 물류추적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확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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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포켓핀테크 영문명 PocketFintech Co., Ltd.

대표자명 김영빈 설립일자 2017. 01. 2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9층 911호

홈페이지 www.pocketfintech.com 이메일 contact@pocketfunding.net 대표번호 02-6677-0524

담당자 연락처 02-6677-0524 담당자 이메일 k5518@pocketfunding.net

종사자 수 3명 자본금 4억 1,000만원

주요 서비스 PF관련 P2P펀딩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포켓핀테크는 부동산 전문 P2P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다.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금융 서비스를 추구한다.

포켓핀테크의 포켓펀딩은 규모 경쟁을 지양하고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물건만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출자의 경우 담보가 있어도 소득 증빙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때 빠르고 편리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 
대안을 제시한다.

2017. 01.

회사 설립

2017. 02.

퍼니피그와 홈페이지 및 운영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7. 05.

대출 물건 검토 및 투자자 유치 시작

2017. 07.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업무협약 체결

2017. 09.

한국경제TV WOW스타 P2P 몰 입점

2018. 04.

자회사 금융감독원 등록

2019. 11.

P2P 메타서비스 알통 입점

2019. 11.

누적대출액 100억 돌파 및 연체율 0%

 제휴기관

신승회계법인, 이산, 한국경제TV, 행복건축협동조합, Altong P2P

포켓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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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포켓핀테크가 운영하는 포켓펀딩은 부동산 전문 P2P 대출 플랫폼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대출 상품을 
주요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P2P플랫폼 업체가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모토로, 부동산 및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플랫폼이다. 
P2P업체 중 드물게 전문자격(감정평가사)을 갖춘 시중은행 여신심사역 및 대형 감정평가법인 출신 
감정평가사들을 심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 1년 6개월 서비스기간 중 연체율 0%와 67%의 상환률을 기록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포켓펀딩은 2017년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70개 이상의 상품을 출시하여 누적대출 50억원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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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포티투마루 영문명 42Maru

대표자명 김동환 설립일자 2015. 10. 22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5 6층, 8층 포티투마루

홈페이지 www.42maru.ai 이메일 withus@42maru.ai 대표번호 02-6952-9201

담당자 연락처 02-6952-9201 담당자 이메일 gilje@42maru.ai

종사자 수 41명 자본금 1억 1,600만원

주요 서비스 딥러닝 기반 기업용 시맨틱 
검색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포티투마루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하나의 
정답’(Single Answering)만을 도출해 내는 Deep 
Semantic QA(Question Answering)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Stanford대에서 주최한 글로벌 기계독해 경진대회 
SQuAD 2.0에서 MS, IBM, Alibaba, CMU, 
Toronto대 등을 제치고 Google AI Team과 공동 
1위를 기록했고, 유럽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Techstars London에 선정되고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유공 장관 표창을 비롯, 
삼성전자 C-Lab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현대기아차·SK텔레콤 Zer01ne X True Innovation, 
신한금융그룹 Future’s Lab, DGB금융그룹 FIUM 
Lab 등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 신한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LG 
U+, KT, DSME(대우조선해양), LG전자, SK 
Innovation, SK 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영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는 "the Next Generation of DATA 
Engineering is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모토 
하에 SaaS 기반의 Data Intelligence 시장을 
개척하여 Global No.1 Enterprise Semantic QA 
Player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2017. 09. 스프링캠프(네이버 계열 스타트업 전문 
VC) Seed 투자 유치

2018. 04. 아마존 AWS AI Challenge Award 수상
2018. 07. AWS Tech Partner 선정
2018. 10. Techstars London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유치
2018. 11. 글로벌 기계독해(MRC) 경진대회 SQuAD 

2.0 공동(구글 AI팀) 1위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19.     nVIDIA Inception, Intel AI Builders 선정
2019.     CES 2019/2020, MWC 2019/2020, IFA 

2019 초청
2019. 01. 영국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선정
2019. 01. 초연결 지능화 시대 D(Data) N(Network) 

A(A.I) 혁신 기업 선정
2019. 04. 신한금융그룹 Future’s Lab 선정
2019. 05.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 

AI 기술혁신 대상 (2년 연속)
2019. 05. DGB금융그룹 FIUM Lab 선정
2019. 06. 현대기아차 ∙ SK텔레콤 Zer01ne x 

True Innovation 선정
2019. 09. 독일상공회의소 KGCCI Innovation 

Awards 2019 수상
2019. 11. 삼성전자 C-Lab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
2019. 1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유공 장관 표창

 제휴기관

신한금융그룹, DGB금융그룹,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Intage, Intel AI Builders, LENOVO, 
London & Partnets, McKinsey & Company, nVIDIA Inception

포티투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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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포티투마루의 Deep Semantic QA 플랫폼은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하나의 정답’(Single Answering)만을 도출합니다.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유사 표현 자동 검출 및 확장이 가능한 
Paraphrasing 및 독보적인 기계 독해(MRC)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계독해(MRC) 경진대회인 SQuAD 2.0에서 구글 AI팀과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인증하였고, 딥러닝 학습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Language Agnostic, Syntax Agnostic, Domain 
Agnostic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타 언어, 도메인으로의 확장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aS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 On-premise, 3rd party를 활용한 공급 외에도 Cloud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Business Intelligence,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인공지능(AI) 디바이스 분야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 진행 
중이며, 현재 금융사들과 상담사/내부직원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사내 Help Desk, 
인공지능(AI) 기반 대 고객 챗봇, 대화형 컨시어지, 뉴스 큐레이션 및 개인화 추천 등의 프로젝트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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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프라부 영문명 Prabhu Co., Ltd.

대표자명 서민수 설립일자 2018. 05. 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종로타운 B117-3

홈페이지 www.prabhukorea.com 이메일 kme@kmekorea.com 대표번호 070-4160-0331

담당자 연락처 070-4160-0331 담당자 이메일 enterk52@kmekorea.com

종사자 수 8명 자본금 10억 4,000만원

주요 서비스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프라부는 금융소비사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처음 사용해본 
사용자에게도 쉬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2018. 08.

소액해외송금 인가

2020. 01.

서비스 출시 예정

 제휴기관

웨인테크놀로지, JB전북은행, PRABHU BANK

프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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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금융편의를 위해서 설립된 소액해외송금업체로서 12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의 
해외송금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방법을 분석하여 사용하기 쉬운 UX와 금융보안의 모든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단순한 송금서비스가 아닌 금융연계 모델링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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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프로핏 영문명 Profit Co., Ltd.

대표자명 이승용 설립일자 2016. 04. 0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5, 305호

홈페이지 www.pro-fit.co.kr 이메일 pro@pro-fit.co.kr 대표번호 02-539-0406

담당자 연락처 02-6405-0512 담당자 이메일 kwlim@pro-fit.co.kr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20억 3,000만원

주요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서비스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프로핏은 P2P금융 플랫폼 운영 업체다.

제1금융권 출신 금융전문가 뿐 아니라 경영컨설팅,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30억 4,500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재무적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 NPL전문회사와 제휴로 투자자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법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영업정지 
시에도 원리금수취업무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누적대출액 2,050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연체와 부실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2016. 04.

렌딩프라자 설립 (프로핏으로 상호 변경)

2016. 05.

위렌드소셜대부 설립 (프로핏대부로 상호 변경)

2016. 12.

프로핏대부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2017. 04.

프로핏 한국P2P금융협회 가입

2017. 06.

(주)피델리스자산운용과 업무제휴

2017. 06.

법무법인 동인과 업무제휴(원리금수취업무 대행)

2017. 09.

메리츠자산운용과 업무제휴

2018. 02.

프로핏대부 금융위원회 등록

2018. 12.

누적대출액 1,000억원

2019. 09.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와 업무제휴

2019. 09.

누적대출액 2,000억원

 제휴기관

노블홀딩스대부, 리더3차인베스트먼트대부, 미래신용정보, 백양로투자대부, 법무법인 강녕, 법무법인 동인, 
페이게이트, 피델리스 자산운용, 한길회계법인, NICE평가정보, Wins F&I대부

프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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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프로핏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한국씨티은행, SC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의 심사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법률, 감정평가, 건설 
및 부동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2년 6개월만에 누적대출액 2,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연체와 부실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취급상품은 부동산담보대출이며, 준공자금대출 단계의 PF상품과 NPL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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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플라밍고 영문명 FLAMINGO

대표자명 김상완 설립일자 2017. 09. 29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홈페이지 www.datamingo.com 이메일 sangwan@datamingo.com 대표번호 080-8731-9999

담당자 연락처 010-9318-9566 담당자 이메일 sangwan@datamingo.com

종사자 수 5명 자본금 5,000만원

주요 서비스 AI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플라밍고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을 통한 
결과값 그리고 인증지능기술을 통한 자동화 관리,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또한 핀테크기술을 분석기술과 융합하여, 
카드 대체 및 결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결제 기능까지 만들어, B2C 분야로 
확장예정입니다.

2017. 09.

법인설립

 제휴기관

가트너 GATNER, 페이민트

플라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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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밍고: 결제모듈제공(픽업시간에 맞춰서 모바일로 주문결제) 

▶ (2) 데이터밍고: 결제 데이터 및 방문자데이터 통합관리 하여, 상품 재고 및 발주 통합관리, 단골고객관리, 자동
마케팅, 매출 관리 및 예측, 통합 인싸이트 추천

▶ (3) 밍고 AI: 온-오프라인 특화된 재고관리 및 발주 예측

▶ (4) 하이브리드 AI: 실시간 방문자별 관리 및 만족도 및 충설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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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플라이하이 영문명 FlyHigh Co., Ltd.

대표자명 김기영 설립일자 2015. 04. 1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8, 스타빌딩 8층 802호

홈페이지 https://www.flyhigh-x.com/ 이메일 mkt@flyhigh-x.com 대표번호 02-565-8008

담당자 연락처 02-565-8008 담당자 이메일 hjpark@flyhigh-x.com

종사자 수 26명 자본금 7,100만원

주요 서비스 데이터스크래핑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플라이하이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에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자동화, 하이퍼 스크래핑 등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편리함 추구를 위해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규제사항을 등한시 할 수 있는 
업계에서 플라이하이는 ICT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면서도 보안상으로는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혁신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플라이하이는 카카오뱅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플랫폼 설계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고 핀테크 도입과 
디지털전환을 필요로 하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체개발한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2018년 
5월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인정받아 전문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ROWE(Results-Only Work Environment)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개발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8년 12월 지급결제 핀테크 분야의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주)티엠엑스코리아와 합병을 통해 
오프라인 직승인 결제 보안 및 솔루션시장에서 
점유율 95%를 달성하고 플라이하이와의 핀테크 
사업시너지를 통해 매년 200%이상의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15. 04. 플라이하이 설립
2015. 07. 보안토큰, 메모리해킹방지 전자서명 기법 
         특허출원

2015. 08. 악성IP 및 URL 차단 기술 특허출원
2016. 01. 암호가속기술 특허출원
2016. 04. 인증모듈 연계 기술 특허출원
2016. 07. KEB하나은행 1QLab 3기 선정
2016. 11. 플라이하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6. 12. 대한민국 기업대상 수상 (보안솔루션 부문)
2016. 12. 신한카드 투자유치
2017. 01. 카카오뱅크 고객 서비스 보안컨설팅 완료
2017. 09. 본투글로벌, KB금융지주 KB스타터즈 선정
2017. 10. 웰컴저축은행 사설인증 시스템 구축 및 
         보안컨설팅

2017. 11. 신한은행 OmniDoc공급, 두산로보틱스 
          IOT 보안모듈 공급
2018. 01. 롯데카드, 한국은행 등에 솔루션 공급
2018. 04.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등에 솔루션 공급
2018. 07. NH농협생명, KB증권, 카카오뱅크 등에 

솔루션 공급 및 서비스
2018. 11. 인라이트CG펀드 투자유치
2018. 12. 티엠엑스코리아 흡수합병
2018. 12. KB캐피탈, KB생명 등에 솔루션 공급 및 

서비스
2019. 03. 인라이트CG펀드 투자유치
2019. 04. KB금융지주 '10-10클럽' 제1호 기업으로 선정
2019. 05. 한화투자증권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2019. 06. KB금융지주 10억원 투자유치
2019. 08. 베트남 B2C 신사업 추진
2019. 09.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BankBe 데모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2019. 10. BankBe 데모 APP마켓 출시

 

 제휴기관

농협생명, 롯데카드, 삼성전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여신금융협회,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KB국민카드, KB금융,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증권, KEB하나은행

플라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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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하이의 주요제품은 인터넷뱅크 신용대출 비대면 심사에 적용된 옴니독(OmniDoc), 부동산 등 법원 등기부 
서류 데이터를 조회 및 발급 가능한 옴니리얼(OmniReal),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기업의 사설인증을 위한 
OmniCA, 보험사, 카드사 및 핀테크 플랫폼 기업에 적용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OmniCheck 등이 있으며 
국내 전 카드사에 모바일결제 컨설팅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에 직승인관련 공개키 
기반 솔루션을 납품했다.

⚫ 옴니독(OmniDoc) - 모바일 전자민원 발급 및 유통 솔루션으로, 17여 개의 민원사이트 및 40개 이상의 
민원문서를 언제어디서나 발급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발급 및 유통 솔루션이다. 은행, 증권, 
카드사, 민간기업 등이 OmniDoc의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옴니리얼(OmniReal) - 대법원 등기업무 및 부동산 자동화 솔루션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의 발급 신청과 신청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을 함께 제공하는 등기문서 유통 플랫폼이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등기 정보를 활용하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 옴니체크(OmniCheck) - 신분증 및 민원문서 진위확인 솔루션으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 진위 여부 및 발급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식별 및 진위 확인 솔루션이다. IC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의료, 유통 
전산업 분야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활용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 옴니씨에이(OmniCA) - 간편하고 안전한 사설 인증서 발급 솔루션으로, 고객 개인별 패턴과 생체 인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 절차 없이도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고객들이 도입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옴니메디(OmniMedi) - 의무기록 전자 발급 유통 솔루션으로, 개인의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병원 증명서 발급, 
보험 청구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탑 보험 서비스이다. 의무 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빠른 조회와 보험사 별 
청구 통계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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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플루토스디에스 영문명 plutusds

대표자명 김성아 설립일자 2017. 03. 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홈페이지 www.hanbitco.com 이메일 biz@plutusds.com 대표번호 02-556-0320

담당자 연락처 02-556-0320 담당자 이메일 valentin@plutusds.com

종사자 수 23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거래소 핀테크 분야 가상통화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플루토스디에스는  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거래 중개 서비스 이외에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편리한 지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8. 03.

한빗코 거래소 서비스 시작

2018. 07.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심사 통과

2018. 09.

ISO 27001 인증 획득

2019. 05.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 획득

 제휴기관

크로스앵글, 한국블록체인협회

플루토스디에스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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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플루토스디에스가 운영 중인  거래소 한빗코는 2018년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SO 27001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급하는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거래소운영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거래소이며, 작년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진행한 
거래소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한 거래소 중 한 곳입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건전한  거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에 참여한 국내 7대 거래소 중 하나이며, 
한국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비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가상통화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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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노스 영문명 FINNOS Co., Ltd.

대표자명 최희식 설립일자 2016. 02. 0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22 홍우2빌딩 6층

홈페이지 www.finnos.co.kr 이메일 finnos@finnos.co.kr 대표번호 02-2272-2017

담당자 연락처 02-2272-2017 담당자 이메일 bheart.choi@finnos.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역방향결제서비스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피노스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폰투폰 음파/QR코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피노스의 mPOS(모바일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시스템인 'AWAVE(알파웨이브)'는 앱 
다운로드만으로 별도의 가입비, 설치비, 운영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클라우드 mPOS로서 
근접결제는 물론 원격결제, 테이블주문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매출관리·종업원관리· 
마케팅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지불결제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주요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전개를 진행하고 
있다.

2016. 02.

(주)피노스 설립

2016. 10.

신한카드와 MOU 체결

2017. 02.

KT Eco-Alliance 핀테크 부문 골드멤버 선정

201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K-Global Startup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7. 12.

말레이시아 통신그룹과 NDA 체결

2018. 02.

현대차멤버십 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

2018. 08.

말레이시아 결제사업자 MC Payment와 MOU 체결

 제휴기관

신한카드, 신한퓨처스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피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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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스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전문 업체다.
피노스가 선보인 알파웨이브(AWAVE)는 음파 결제 솔루션으로 결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객과 
사업주가 보유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알파웨이브 애플리케이션, POS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알파웨이브는 기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다. 터치&확인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UX)이 
매우 단순하고 쉽다. 고객이 항상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 근처에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 
정보를 얻고, 내역을 확인한 후 지문이나 패스워드로 인증만 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알파웨이브는 고가의 POS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피노스는 역방향 결제 원천 특허를 포함해 11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해외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 알파 
웨이브는 무료 mPOS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즉시 사용 가능하며, mPOS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복수 사용자 이용자와 복수 매장 관리가 가능하다. 앱 다운로드 후 단 몇 분 만에 가입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POS 기능 이외에 근접, 원격 결제, 테이블 주문과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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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노텍 영문명 Finotek Co., Ltd.

대표자명 김우섭 설립일자 2008. 11. 1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9길 1, 3층(양재동, 용두빌딩)

홈페이지 https://www.finotek.co.kr 이메일 company@finotek.co.kr 대표번호 02-522-3558

담당자 연락처 02-713-0114 담당자 이메일 fndotcom2002@finotek.co.kr

종사자 수 78명 자본금 47억 8,300만원

주요 서비스
대환대출플랫폼,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비대명 실명확인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로보카운슬링 
솔루션, 비대면 금융 통합 플랫폼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피노텍은 2008년 설립 후 금융소비자가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강소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대면 담보대출, 비대면 
실명확인, 인공지능 기반 로보카운슬링 솔루션 및 
대환대출플랫폼 등의 모바일 기반 핀테크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에 선정되어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노텍은 제반 기술에 대한 27개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씨티 모바일 챌린지 수상 및 한경핀테크 
3년 연속 수상, 딜로이드 아·태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술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8. 11. (주)엘스트로 설립
2009. 06. 금융권 공급용 인터넷 전자등기 솔루션 
          R&D 및 상업용 버전 완료
2010. 03.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인증
2011. 12. 대검찰청 검사통계시스템 구축
2014. 12.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상장
2015. 04. ㈜피노텍으로 사명 변경, 자회사 
         ㈜아이스트로 합병
2016. 09. '제1회 한경핀테크 대상' 대상 수상 
          - 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2016. 11. 딜로이트 선정 '2016 아·태 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술 기업' 선정
2016. 12.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창관상 
          - 비대면 금융거래 부문
2017. 07. BNP파리바 카디프 어워드 세레모니 톱 5선정
2017. 09. '제2회 한경핀테크 대상' 최우수상 수상 
          - 핀테크 플랫폼
2017. 11. 딜로이트 선정 '2016 아·태 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술 기업' 선정
2018. 05. '제5회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최우수 혁신상
2018. 09. '금융위원회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 
          - 대환대출플랫폼
2018. 10. '제3회 한경핀테크 대상' 최우수상 수상 
          - 대환대출플랫폼
2018. 12.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자경매시스템 사용 계약
2019. 01. '금융위원회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 대환대출플랫폼
2019. 07. '제2회 DGB금융그룹 스타트업 경진대회' 
          최우수 DIGNITY상 수상 - 대환대출플랫폼
2019. 08. '2019년 매경 핀테크 어워드' 우수상 
          수상 - 싸니자로(싼이자로) 기반 
          신남방 모바일 금융플랫폼

 제휴기관

광주은행, 국토교통부, 롯데카드, 삼성생명, 시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MG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피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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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피노텍은 핀테크 강소 기업으로 현재까지 시중은행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65개 금융기관에게 자체 개발한 
1)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2)비대면 실명확인 솔루션과 3)인공지능 기반 로보카운슬링 
솔루션을 개발하여 비대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비대면 대출 상환 업무를 위한 4)대환대출플랫폼을 
개발하여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에 선정되었고,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금융사 방문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대출 상담부터 전자약정, 전자등기, 경매신청까지 
가능한 부동산 담보대출 One-Stop 솔루션

 2) 비대면 실명확인 솔루션: 신분증 인식, 영상통화, 자필서명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인증 솔루션

 3) 인공지능 기반 로보카운슬링 솔루션: 24시간 365일 채팅 및 음성 대화로 상담부터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인공지능(AI) 솔루션

 4) 대환대출플랫폼: 금융기관간 표준화된 API를 통해 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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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플펀드컴퍼니 영문명 Peoplefund

대표자명 김대윤 설립일자 2015. 02. 2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28 위워크 3호점 18층

홈페이지 www.peoplefund.co.kr 이메일 ask@peoplefund.co.kr 대표번호 02-1600-9615

담당자 연락처 010-6214-1523 담당자 이메일 soohyun@peoplefund.co.kr

종사자 수 97명 자본금 1억 1,300만원

주요 서비스 개인신용대출, 
개인신용분산투자 등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피플펀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P2P금융기업입니다. 1만 원으로 시작하는 일반 
투자자부터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플랫폼으로서, 기존 금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이 아닌 금융’을 그리며 2015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피플펀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권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구축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협업시스템을 통해, 국내 
P2P대출 업체 중 유일한 은행 개인신용대출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전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피플펀드가 엄선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일반 
투자자에게 P2P금융의 접근성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누적 취급액은 7,014억 원, 
대출잔액은 2,15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316억 원의 투자 수익이 투자 고객분께 
지급되었습니다. 피플펀드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데일리금융그룹, 디쓰리쥬빌리 등 
국내외 선도 기업으로부터 시리즈 B를 유치였으며, 
총 187억의 투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플펀드는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흥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또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피플펀드는 국내P2P금융 산업의 선도 업체이자 
금융위원회 산하 8번째 공식 금융협회인 2대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사로서, P2P금융의 
법제화를 포함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플펀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peoplefund.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02.

회사 설립

2015. 05.

JB금융그룹 핀테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 04.

국내 최초 “은행통합형 P2P금융 모델” 금융위원회 신고

2016. 06.

제1금융권 P2P전용대출(피플펀드론) 출시

2017. 06.

44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

2018. 02.

제2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사’ 취임

2018. 10.

123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2018. 11.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에 최초로 상품 공급

2019. 05.

글로벌 금융기관 CLSA 캐피탈 파트너스와 투자 
파트너쉽 구축

2019. 10.

‘제 4회 금융의 날’ 금융혁신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제휴기관

전북은행, 카카오페이

피플펀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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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1] 피플펀드 상품 종류 
- 개인신용대출: 국내 유일의 은행 통합형 P2P 개인신용대출로, 은행에서 거절된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재평가하여 2금융권 대비 합리적인 대출을 제공합니다.  
- 아파트담보투자: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만 담보로 삼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개인신용분산투자: 40~80개의 1금융권 개인대출채권을 묶어 분산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피플펀드 시그니쳐 
  투자상품입니다. 
- 이커머스선정산투자: 국내 선도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판매자에게 먼저 정산해주는 단기 상품입니다. 
  확정 매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피플펀드 상품 장점 
1) 예적금의 4배에 달하는 수익률: 개인신용분산투자/아파트담보/이커머스선정산 기준 가중 평균 수익률은 
   8%대로 2%대에 머물고 있는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 예측이 불가한 
   주식과 비교하여 낮은 변동성을 가집니다.
2) 소액 분산 투자: 최소 투자금액 1만원으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산투자 상품을 통해 다수의 상품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100% 모바일의 편리한 투자: 1분이면 완료되는 계좌 발급부터 실제 투자까지 100%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자동투자 기능을 통해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대출: 피플펀드론은 은행의 보수적인 잣대로 인하여 신용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중신용 고객, 그리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홀대받던 중소기업 직장인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한 대출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신개념 핀테크 대출상품입니다.



678

기업명 핀다 영문명 FINDA

대표자명 이혜민 설립일자 2015. 09. 2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6층

홈페이지 www.finda.co.kr 이메일 findaforyou@finda.co.kr 대표번호 02-6959-1334

담당자 연락처 02-6959-1334 담당자 이메일 hyemin@finda.co.kr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2,8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받는 핀다 웹, 대출을 
한 번에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는 핀다 앱, 상품 
중개, 대출 중개, PMF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다는 국내 최대규모의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인 
핀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개인의 금융정보와 금융상품의 
조건 및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웹과 앱에서 검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2만 5천개가 넘는 금융상품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는 시중 은행 및 저축은행과 연동된 
대출신청 엔진을 통해 내 최저금리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론칭한 직장인 대출신청 중개 
서비스는 3개월 만에 500억원 이상의 대출 승인 
금액을 넘어서며, 개인 대출의 방법과 구조를 
혁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잘빌리고 잘갚는 금융습관, 사용자가 대접받는 
금융문화, 그리고 금융도 쇼핑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아마존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5. 09. 법인 설립

2016. 01. 시드투자 유치

2016. 07. 금융상품 정보포털 핀다 웹 출시
2016. 09. Pre-Series A 투자 유치, 매일경제 

핀테크 어워드 수상

2017. 03. 신용카드 추천 등 서비스 확장 출시
2017. 09. 챗봇 추천 서비스 오픈, 보험 추천 서비스 

오픈

2018. 01. 매일 쉬운 금융뉴스 핀다포스트 출시

2018. 06. 핀다 x 카카오 다음 대출검색콜렉션 출시
2018. 10. 100개 이상 온라인/모바일 대출상품 입점 

돌파
2019. 0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대출규제 

샌드박스 선정
2019. 07. Series A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핀다 앱 출시
2019. 10. 직장인 신용대출 4개사 중개 승인액 누적 

600억원 돌파

 제휴기관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씨티은행, 우리카드, 카카오, 하나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bnk경남은행

핀다



679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대출부터 투자, 특판까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핀다 웹, 앱 뿐만 아니라 추천서비스를 탑재한 금융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월 100만명 이상이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상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출시한 대출 중개서비스 핀다 앱은 디지털 대출에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에 복수의 금융기관의 확정조건으로 대출을 즉시 신청하는 대출신청 서비스는 누적 승인액이 
67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개인의 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관리 및 분석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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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마트 영문명 Finmart Co., Ltd.

대표자명 이승배 설립일자 2016. 01. 08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915호

홈페이지 www.finmart.co.kr 이메일 infomgr@finmart.co.kr 대표번호 02-2628-8896

담당자 연락처 02-2628-8896 담당자 이메일 infomgr@naver.com

종사자 수 9명 자본금 3억원

주요 서비스 확정조건부 대출비교 및 신청, 
개인금융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마트는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금융정보 비교 플랫폼 제공 업체다.

신용평가회사와 제휴되어 대출 잠재고객이 
금융회사에 방문 없이 모바일 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과 금융회사와 
직접 연결되어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 및 
한도와 매우 근접한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정보 비교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1월 설립, 코스닥 상장사의 10억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자감면계산기 출시, 
부동산중개업소 전용상품 판매 등 추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2016. 01.

회사설립

2016. 03.

상장기업 투자유치 10억

2016. 12.

JB금융지주 제2회 해커톤대회 우수상 (2등)

2016. 12.

인터넷 에코어워드 비즈니스 대상 수상

2017. 01.

13개 금융회사 대상 대출비교 서비스 시범사업

2017.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증 (핀테크 1호) , 연구소 설립

2017.

나이스 TCB로 우수기술평가등급 획득

2018.

부동산 중개업소용 앱개발을 통한 B2B2C 사업 전개

2018.

중고자딜러용 앱 리뉴얼

2019. 05.

확정조건부 대출비교 및 신청 특례사업자 지정

 제휴기관

고려저축은행, 광주은행, 대신저축은행, 동부화재, 롯데카드,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카드, 
애큐온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전북은행, 코나아이, 핀크, 하나캐피탈,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네트, BNK저축은행, DB저축은행, JB우리캐피탈, KCB, NH농협캐피탈, ok저축은행, SCI

핀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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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핀마트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업체다. 핀마트는 대출 
잠재고객에게 금융회사에 방문 없이 모바일 상으로 금융회사와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 및 한도와 매우 
근접한 대출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정보 
비교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와 금융당국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다. 
금융소비자는 정보비대칭성, 금융회사 불완전경쟁 등에 따른 금리 프리미엄 해소로 금리인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최적 상품 탐색의 물리적·시간적 비용 절약, 금리인상기의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플랫폼 활용 시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 정책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불완전 판매에 따른 위험·손실 감소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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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샷 영문명 FinShot Inc.

대표자명 박노현 설립일자 2016. 04. 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507

홈페이지 www.finshot.com 이메일 info@finshot.com 대표번호 070-4469-6217

담당자 연락처 070-4469-6217 담당자 이메일 mkt@finshot.com

종사자 수 19명 자본금 20억원

주요 서비스 금융서비스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샷은 기획재정부에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서,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서비스 코인샷을 런칭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고, 오래걸리는 송금시간을 
단축시켜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빠르게 송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송금 서비스와 더불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생활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6. 04.

(주) 핀샷 설립

2017. 01.

(주) 핀샷 홍콩법인 설립

2017. 02.

서울시 모바일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

2017. 05.

SC제일은행 핀테크 공모전 수상

2017. 09.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제 2017-5호)

2018. 09.

서울시 모바일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9. 05.

송금국가 총 52개국으로 확대

2019. 08.

창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기업 선정

2019. 09.

전자금융업 등록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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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해외은행과 직접계약하고, API를 통해 연동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빠른 해외송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송금을 SWIFT망을 통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현지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정확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은행 대비 최대 80%가량 저렴하며, 송금시간은 5분에서 최대 1영업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고객은 해외송금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해외송금 
진행상태를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뿐만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은 본인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지 않고 오픈뱅킹 인증방식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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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크 영문명 Finnq

대표자명 권영탁 설립일자 2016. 08. 2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22층 핀크

홈페이지 https://www.finnq.com/ 이메일 partner@finnq.com 대표번호 02-1566-4949

담당자 연락처 010-3121-4467 담당자 이메일 hychung@finnq.com

종사자 수 79명 자본금 150억원

주요 서비스 송금/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크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생활 금융 플랫폼을 표방하며 은행과 
통신 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2016년 10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각각 
51%, 49%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핀크는 금융 
노하우와 ICT 간 결합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금융 패턴을 분석해 소비와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금융 상품 추천, 소액 송금까지 지원한다.

핀크는 금융을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2030 
고객을 대상으로 간편하고 재미있는 금융 경험을 
제공해, 체계적인 지출 관리와 올바른 저축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2030세대의 금융 도우미 
역할을 넘어 6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 08.

회사 설립

2017. 09.

모바일App 서비스 출시 (핀크 1.0)

2018. 05.

모바일App 서비스 개편 (핀크 2.0)

2018. 07.

P2P투자 실시 (제휴업체 : 투게더펀딩, 헬로펀딩, 
에잇퍼센트)

2018. 09.

소액대출서비스 출시

2018. 10.

제휴은행 7개로 확대 (광주,전북,우체국,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추가)

2018. 12.

핀크카드(선불/직불 결제 서비스) 및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실시

 제휴기관

광주은행, 마이리얼플랜, 새마을금고, 신협, 아트투게더, 에잇퍼센트, 우체국, 전북은행, 케이뱅크, 투게더펀딩, 
푸른밤, 하나카드, 한국어음중개, 헬로펀딩, KEB하나은행, SKT, SK플래닛, 11번가

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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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핀크는 금융사와 통신업체가 공동 설립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다.
핀크의 서비스로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재미있는 소비 평가와 똑똑한 금융 분석을 제공하는 ‘AI핀고’와, 
다양한 금융 상품과 해외송금서비스 및 선두권 P2P 업체의 투자·관리가 가능한 '핀크마켓', 핀크 계좌 중심에 
연결된 금융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하고 무제한 무료 송금과 업계 최초의 충전금 연동(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My핀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AI핀고 : 자체 개발한 AI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소비 평가와 똑똑한 금융 분석이 제공된다. 나의 최근 소비 
내역을 ‘잘 썼어’와 ‘괜히 썼어’로 평가하는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나이∙성별 그룹의 소비 패턴과 비교할 수 있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화돼 이해하기 
쉽다.

▶핀크마켓 : 대출, 적금, 카드 등 혜택이 큰 금융 상품, 선두권 P2P 업체의 투자상품, 기프티콘 기본 8% 할인을 
제공한다. 소비 패턴에 따라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금하며, T핀크적금을 통해 최대 4.25% 
금리효과가 있는 은행 적금 상품을 알려준다. 365일/24시간 이용가능한 간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수수료, 평균 1일 이내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P2P투자 
부문에서는 시장 선도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한다.

▶My핀크 : 간편(선불)계좌 및 은행 계좌 연동의 금융서비스 제공하며, 무제한 무료송금(연락처/계좌번호), 
ATM출금이 가능하다. 최대 5개까지 실제 은행 계좌를 연결하여 결제할 수 있는 핀크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전금에 대하여 기본 1.5% 이자형 캐시백을 제공하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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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테크 영문명 FINTECH

대표자명 임선일 설립일자 2014. 12. 1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홈페이지 www.fintech1.co.kr 이메일 contact@fintech1.co.kr 대표번호 02-6956-4158

담당자 연락처 02-6956-8151 담당자 이메일 sunny@fintech1.co.kr

종사자 수 15명 자본금 15억 8,000만원

주요 서비스 스크래핑솔루션 핀테크 분야 핀테크SI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테크는 각 금융기관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솔루션 및 비대면 대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자체 제작된 "렌킷"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 12.

회사설립

 제휴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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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렌킷"은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로써, 개인의 차량관리 뿐만 경력관리, 신용관리, 건강관리, 생활관리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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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테크놀러지 영문명 fintechnology Co., Ltd.

대표자명 전상훈 설립일자 2014. 08. 13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627~628

홈페이지 www.fintechnology.co.kr 이메일 shjeon03@hanmail.net 대표번호 070-4432-4167

담당자 연락처 070-4432-4167 담당자 이메일 hdae11@empas.com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AI챗봇서비스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테크놀러지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과 
빅데이터와 본인인증을 융합하는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2014년 핀테크놀러지 설립 이후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IC카드 기반의 
본인인증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 
산업자원부 사업화 과제를 통해 금융봇 
자동상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기술은 음성처리, 자연어처리, 스크래핑, 
빅데이터, IC칩 기반 본인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챗봇 및 본인인증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는 AI챗봇시스템 구축 사업, 
AI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I챗봇시스템은 단순 상담분야에서 벗어나 
고객응대, 업무(뱅킹거래,내부업무 등) 및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안내 및 
자동신청 서비스, 챗봇ASP서비스 등 B2B, B2C 
A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놀러지는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 08.

(주)핀테크놀러지 설립

2014. 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 IC카드를 활용한 OTP 
인증시스템 개발

2016. 01.

IC카드 기반 온오프 보안서비스 개발

2016. 04.

산업자원부 사업화 연계 개발과제 선정
(금융봇 자동상담서비스)

2016. 06.

핀테크 드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금융봇 자동상담서비스)

2016. 08.

대구은행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18. 05.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우수기술 입주 기업 선정

2018. 06.

사용자 단말기 원격관리 AI헬퍼 솔루션 개발

2019. 0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제휴기관

고려대학교, 금융결제원, 기업은행, 대구은행, 동국대학교, 삼성SDS, 우리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KT

핀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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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핀테크놀러지는 AI챗봇시스템,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 서비스, 챗봇ASP서비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I챗봇서비스]
음성 또는 텍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질문 이해하고 답변하는 상담 업무에 더해 사용자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답변을 알려주는 큐레이션, 음성만으로 메뉴를 안내하는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 조회하기 등 부가기능과 
실제 거래 업무까지 가능한 AI서비스

▶ [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서비스(Money Mining Ledger 서비스)]
중소상공인의 고용현황 등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조건에 맞는 정책을 알려주고 AI챗봇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 해주는 AI서비스

▶ [챗봇ASP서비스]
AI챗봇시스템이 필요한 제2금융기관, 핀테크서비스기업, 병원, 호텔,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채널에 챗봇을 추가하여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고객 응대를 위한 차세대 AI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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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핀투비 영문명 Fin2B

대표자명 박상순 설립일자 2015. 04. 2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6층 (여의도동 23-6)

홈페이지 http://www.fin2b.com 이메일 contact@fin2b.com 대표번호 02-552-9890

담당자 연락처 02-552-9890 담당자 이메일 dlee@fin2b.com

종사자 수 17명 자본금 12억 6,800만원

주요 서비스 중소기업 대출, 매출 채권 
할인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핀투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급체인 파이낸스 영역 중 매출채권을 활용한 
거래 플랫폼을 국내와 베트남에 출시하여 운영 
중이다. 매출채권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 전 과정의 
디지털화로 기존 금융기관 대비 차별적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향후 공급체인 전 영역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3월 국내에서 매출채권 할인 플랫폼을 
출시하였고, 10월 매출채권의 거래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2019년 8월 베트남 시장에서 미래에셋 공동사업 
론칭 운영 중에 있다.

2015. 04. DBK(Digital Bank Korea) Partners 
         설립

2015. 10. Fin2B 출범

2016. 03. SI 투자유치(뱅크웨어글로벌)

2016. 08. 매경 핀테크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2016. 10. 롯데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선정 및 
         SI 투자유치

2017. 03. 국내시장 매출채권 할인 서비스 개시

2017. 10. 국내특허 등록(매출채권 거래방법)

2018. 03. 싱가폴 Fin2B Asia PTE, LTD 
         설립(자회사) 베트남 핀테크 챌린지, 
          Finalist

2018. 08. 베트남 Fin2B Vietnam 설립(손자회사)

2018. 10. 베트남 매출채권 할인플랫폼 서비스 개시

2018. 11. 빅데이터 스타트업 데모데이 장려상

2018. 11. Taipei Startup Conference 3위

2018. 12. SI 투자-미래에셋컨설팅

2019. 06. 창업도약패키지 / 혁신성장패키지 선정

2019. 07. 서울제2핀테크랩 입주

2019. 07. 국내특허등록(매출채권의 상환방법)

2019. 08. 베트남 미래에셋 공동사업 론칭

2019. 08. 국내특허등록 (매출채권의 상환방법)

 제휴기관

미래에셋, 아이마켓, 웰컴저축은행, 이랜드서비스, SI Flex

핀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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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핀투비는 공급체인파이낸스(SCF) 차원에서 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핀투비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급체인 파이낸싱(SCF)’은 기업간 거래(B2B)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선진 금융거래 기법이다.
핀투비는 판매기업(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만기일 전에 자금을 조달할 경우 매출채권 정보를 
구매기업만 갖고 있는 관계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정확한 신용도 검증과 매출채권 진위여부 과정을 거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구매기업의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판매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할인신청과 채권양도계약을 하면 되며, 
핀투비는 신속한 정보 검증을 거친 후 신청 다음날 채권금액의 최대 80%를 선지급하게 된다. 잔금은 할인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후 추가 지급한다. 비용은 5~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된다. 할인신청부터 채권양도, 채권양도 
통지(구매기업 대상), 선지급, 잔액지급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다.
핀투비의 플랫폼 운영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이용료와 자금운용 수익이다. 향후 매출채권뿐 아니라 정산채권, 
렌탈채권 등 SCF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92

기업명 하렉스인포텍 영문명 HAREX InfoTech Inc.

대표자명 박경양 설립일자 2000. 01. 2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2 3층(필동2가, 풍산빌딩)

홈페이지 http://www.ubpay.com 이메일 harex@ubpay.com 대표번호 02-3406-4000

담당자 연락처 02-3406-4000 담당자 이메일 hsyim@ubpay.com

종사자 수 35명 자본금 230억 4,000만원

주요 서비스
On/Off-line 간편결제, 
맞춤형 O2O 서비스, 
스마트출금(ATM기)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하렉스인포텍은 사용자 플랫폼 
'유비페이(Universal Benefit PAY)'를 개발하여, 
현재 국내 모든 신용카드 업체와 13개의 
시중은행이 '유비페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비페이 플랫폼을 공유한 모든 앱에서 신용, 체크, 
선불, 직불카드 결제와 지역화폐 등 모든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 조회와 결제, 포인트 관리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결제 시 중간자 없이 
개인 금융정보의 외부노출이 원천 차단돼 보안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아울러 고객 로열티 서비스 즉 멤버십 포인트, 
쿠폰, 상품권, 지역 포인트 등 모든 혜택을 결제와 
함께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 혜택은 
높이고, 결제 시간은 크게 줄였다. 

현재 유비페이 서비스는 CU(편의점), SSG닷컴, 
문화상품권 충전, 850만 세대 아파트관리비, 우체국 
우편료, 공영홈쇼핑, 병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하며, 2019년 
12월부터는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2000. 회사설립, 세계 최초 모바일 카드 결제 
      시스템 발표(미국, 실리콘밸리)

2002. 세계 최초 UMCS(Ubiquitous Mobile 
      Commerce Service)

2011. 사용자 중심 모바일결제 유비페이(UBpay) 
      서비스 오픈

2013. 하버드대학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2013, 최고
      기술상 수상

2014. 전국 850만 세대 아파트관리비 정기알림결제 
      서비스 개시

2016. 공영홈쇼핑, 한국문화진흥 등 유비페이 
      서비스 시작

2017.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뱅킹 앱 
      제휴서비스 개시 / 포항성모병원 등 
      메디칼 핀테크 서비스 개시

2017.10. 부산은행, QR코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썸패스) 상용화

2018. 우체국 포스트페이 서비스 개시

2019.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웰컴저축은행, 
      업무 제휴 계약 체결 / 철도공사 업무제휴 
      계약 체결 /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경남은행, 공영홈쇼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세계백화점,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웰컴저축은행,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제주은행, 철도공사, 포항성모병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문화진흥, 
CU편의점,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렉스인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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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하렉스인포텍은 지난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카드결제 서비스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및 전자결제 분야의 R&D에 몰두해 온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2013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결제혁신대회(Innovation Project Awards)에서 '최고기술상(Best 
Technology Gold)'을 수상한 바 있으며, 모바일 카드, 모바일 전자지갑 결제서비스, 모바일 인증, 비밀번호와 
생체정보를 결합한 복합 본인 인증서비스 및 사용자 중심 모바일 결제, 출금, 송금서비스, 버튼 출금, 버튼 결제 
등의 전 과정은 물론 각종 쿠폰, 로열티 포인트 등의 혜택을 결제와 함께 한번에 처리하는 스마트 복합결제 
시스템과 사용자 중심의 결제 플랫폼 공유에 필수적인 핵심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유통기업, 프랜차이즈, 병원 등 개별 앱을 보유한 다양한 제휴사에 '유비페이'라는 사용자 중심 
모바일 지급결제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테말라 등 7개국,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도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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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하이브랩 영문명 hivvlab

대표자명 김광현 설립일자 2016. 02. 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531호

홈페이지 www.hivvlab.co.kr 이메일 khkim@hivvlab.co.kr 대표번호 070-4123-6182

담당자 연락처 070-4123-6182 담당자 이메일 khkim@hivvlab.co.kr

종사자 수 4명 자본금 1억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결제시스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하이브랩은 간편 결제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부터는 가상통화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상통화결제시스템 'PayCrypto'를 런칭하여 
오프라인 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서 
가상통화를 결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이브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통화를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코인 거래소 계좌 개설 없이도 정산 및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대용량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랩 기술연구소에서는 서비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가상통화 
결제시스템 이외에 총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2016. 02.

회사 설립

2016. 06.

한국도로고공사 하이패스 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2018. 04.

서울북부고속도로 업무시스템 개발 사업수주

2018. 05.

PayCrypto(페이크립토) 서비스 개발

2018. 10.

PayCrypto(페이크립토) 서비스 론칭

2018. 11.

광주외곽순환도로 미납결제시스템 구축사업수주

2018. 11.

산학연과제 선정(동국대, 중소기업정보원)

2019. 01.

B2B 및 B2C 국내외 다수의 서비스 계약 체결

2019. 08.

Paycrypto(글로벌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오픈

2019. 09.

110콜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수주

2019. 09.

가상화폐결제 특허 등록

2019. 11.

LG전자 결제파트너 기술제휴 계약체결

 제휴기관

동국대학교, 서울창업허브, 앤트앤비 코퍼레이션, Global Tax Free, LG전자, LIN ARENA, 1stBlock

하이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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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하이브랩의 가상통화 결제솔루션인 '페이크립토(paycrypto.co.kr)'는 무기명 가상통화 거래를 기명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가상통화의 특징인 무기명 기능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결제시에는 누가 송금했는지를 모르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데, 다수가 동일물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할 경우 누가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이 이체한 후 이메일로 이체여부를 다시 통보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크립토는 무기명인 가상통화를 송금자 구분과 타 PG사보다 최소 1,000배이상의 동시사용자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가상통화 결제시스템, 해외 ICO 준비중인 업체, 
국내영업대행업체, 다양한 결제코인, 메인넷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관련 특허는 
1건(2019.09) 등록완료, 2건 출원중, 1건 PCT 국제특허등록한 상태입니다.
2019.11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온라인 30개+, 오프라인 5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가맹점은 광고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5개+ 사가 가입해서 운영중입니다. 2019.08월에는 동국대에서 개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받아 
LG전자와 블록체인 결제 파트너사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제휴 계약체결을 진행중입니다.

▶관련 외부평가사례
- DENOS 우수기업선정
- PRISM 우수기업선정
- 서울창업허브 입주 블록체인 전문기업 선정

▶향후 2020년에는 가상화폐정책이 수립된 이후 배달의민족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자들과 사업제휴을 
추진중입니다. 가상화폐결제가 활성화되면 PG, VAN의 가상화폐결제솔루션 사업자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익모델은 거래수수료, 코인결제서비스월비용, 개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코인프로젝트로부터 
서비스월비용을 받아 수익을 창출중입니다.

가상통화결제API 가상통화결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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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영문명 Korea Easy Payment 
Foundation

대표자명 이근주 설립일자 2019. 10. 0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22층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이메일 hjpark@zpay.or.kr 대표번호 02-2095-5907

담당자 연락처 02-2095-5909 담당자 이메일 joonhk89@zpay.or.kr

종사자 수 44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제로페이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전담 운영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직불결제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마중물이 되고자 탄생한 
제로페이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관리, 플랫폼 운영, 신기술 도입 등 제로페이 
사업 추진을 전담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직불결제 인프라 구축’ 이라는 미션 아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44개('2019.12 현재) 참여기관들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0%대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할인,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참여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교로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18. 08. 제로페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18. 10.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시작

2019. 03. 제로페이 수 10만개 돌파

2019. 04. 제로페이 가맹점 수 20만개 돌파

2019. 05. 5대 편의점(이마트24,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CU) 일괄오픈

2019. 06. 전국 기차역 1,000개 매장(코레일 유통) 오픈

2019. 07.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

2019. 08.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오픈, 이마트 
직영점 전국 오픈

2019. 09. 서울시 '따릉이' 결제 오픈

2019. 10. 제로페이 가맹점 수 30만개 돌파, 
기업제로페이 허브 오픈

2019. 10.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범

2019. 12. 한국간편결제진흥원-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신용카드조회기 협회 가맹 확대를 
위한 MOU체결

 제휴기관

금융결제원, 네이버파이낸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코, 
KB국민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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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제로페이는 일반 소비자부터 기업까지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으로써, 기술을 통해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1. 간편결제서비스(계좌이체 기반의 직불전자결제) 
- 중계 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으로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2. 모바일상품권(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행하는 선불상품권 결제)
- 온라인 결제 기반의 접근성 향상
- 소비자 리워드 강화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모션 전개

▶ 3. 기업제로페이(공공기관·기업 등 법인의 업무추진비 결제)
- 자금(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공
- 직불결제 방식을 통한 기관·기업 실무자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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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금융솔루션 영문명 FINSET

대표자명 조영민 설립일자 2019. 01. 2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6층

홈페이지 www.finset.io 이메일 sooyoung@finset.io 대표번호 02-767-8150

담당자 연락처 02-767-8150 담당자 이메일 jkjang@finset.io

종사자 수 20명 자본금 3억 4,700만원

주요 서비스 대출 비교 서비스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금융솔루션은 코스콤에서 분리되어 나온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1사 전속 규제 대상 제외 사업자, 오픈뱅킹 
사업자, 핀테크 혁신 사업자, 코스콤 인프라 사용 
협약 대상자 등 다양한 사업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인 핀셋앱을 론칭해 
운영중이며, 신한카드의 투자 및 지원을 받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고, 
금융 빅데이터 운영 센터 자격을 부여받아 관련된 
정보를 가공,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식 연계형 
대출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등도 이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2017. 02. 코스콤 사내 벤처 사업자 선정

2017. 05. 금융사 MOU 체결 (페퍼저축, 유진저축은행)

2018. 02. 신용정보 이용계약 체결 (KCB)

2018. 04. 핀셋앱 베타 서비스 론칭

2018. 09.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육성사업자 지정

2019. 01. 금융사 MOU 체결
(한국씨티은행, SBI저축, 웰컴저축)

2019. 01. 기업 설립

2019. 03. 고객 3만명 돌파

2019. 04. 벤처기업 인증

2019. 05. 코스콤 투자 유치

2019. 05.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9. 07. 1억 규모 크라우드펀딩

2019. 07. 10억 규모 외부 투자

2019. 10. 서울시 지정 핀테크 센터 입주 기업 선정

2019. 11. 대출 비교 서비스 앱 론칭

2019. 11. 10억 규모 추가 투자 유치

 제휴기관

신한카드, 웰컴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코스콤, 페퍼저축은행, BC카드, JB우리캐피탈, KCB,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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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가 제공중인 대출비교 서비스는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금융기관에 소속된 대출 모집인들은 소속사의 대출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금융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1사 전속 규제라고 하는데, 당사는 
1사 전속 규제의 제약을 받지않는 혁신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가 론칭한 핀셋 앱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추천 판매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핀셋앱을 통해 
소비자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반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한국금융솔루션은 주식연계형 대출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이어서 계속 론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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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스마트인증 영문명 Korea Smart
Authentication Corp.

대표자명 문기봉 설립일자 2015. 05. 2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7, 소현빌딩 3층

홈페이지 www.smartauth.kr 이메일 info@smartauth.kr 대표번호 02-529-9907

담당자 연락처 010-9242-9509 담당자 이메일 jayhwang@smartauth.kr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1억 3,200만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생체 인증,
CreditPass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스마트인증은 생체 인증 솔루션 제공 
업체다. 생체인증 플랫폼 분야의 세계 선두 기업인 
다온(Daon)의 파트너사로서 모바일 기반의 생체 
인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인증은 지문, 얼굴, 목소리, 홍채 등의 
다양한 바이오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인증기관인 KTNET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인증은 바이오 인증 API에 목소리, 
PIN(보안코드), 패턴 등의 인증 수단을 추가해 
서비스 도입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제휴로 설립한 바이오인증센터에 인증 서버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2015. 05.

회사 설립

2015. 10.

한국감정원 모바일 생체 인증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체결

2016. 04.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투자 유치

2016. 04.

미래부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선정

2016. 04.

KTNET 모바일 생체 인증 서비스 양해각서 체결

2017. 01.

인공지능 전문 업체 뉴로다임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17. 02.

보나뱅크 모바일 생체 인증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체결

 제휴기관

온트레이드, 인천유시티, 한국공간정보통신, KTNET, OCTATCO

한국스마트인증



70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국스마트인증은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인증이 선보인 모바일 기반의 생체 인증 솔루션인 크레디트패스(CreditPass)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대신 자신의 얼굴, 지문, 목소리, 홍채로 로그인 및 지급결제, 송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인증하는 솔루션이다. 모바일 기반의 생체 인증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현재에도 다양한 인증 방식이 나와 있지만 한결같이 불편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번거롭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간단하게 대체해주는 기술이 생체 인증이다. 지문, 홍채 인식은 1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인증은 통합 인증 서버를 통해 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생체 정보의 특징 추출 및 
매칭, 사용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인증 정책 관리, 로그,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스마트인증은 자사가 보유한 통합 인증 플랫폼에 지문과 얼굴 인증을 기본 탑재한 API를 개발해 핀테크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쉽게 바이오 인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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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어음중개 영문명 KROSS

대표자명 곽기웅 설립일자 2017. 03. 2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0, 2층

홈페이지 https://90days.kr 이메일 cs@kross.kr 대표번호 02-784-6466

담당자 연락처 02-784-6466 담당자 이메일 98@kross.kr

종사자 수 18명 자본금 26억원

주요 서비스 나인티데이즈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사업자다.

기업이 가진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하고 
금융투자 자산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코스콤과 무학그룹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40억원 규모 지분 
투자를 유치하였다.

전자어음을 담보자산으로 한 P2P 서비스를 
출범하여 서비스 중이며, 기타 매출채권 또는 다른 
기업 자산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보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 시스템(CSS)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향후 국내 공급망금융의 선두 사업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2017. 03.

회사 설립

2017. 07.

금융위원회 대부업 사업자 등록

2017. 07.

온라인 전자어음 담보 대출 P2P 나인티데이즈 
서비스 개시

2017. 10.

누적 대출 중개액 30억원 돌파

2018. 06.

한국투자파트너스 시리즈 A 지분 투자 유치

2018. 11.

금융위원회 금융업 지정대리인 사업자 선정

2019. 06.

총 누적중개액 1천억원 달성

2019. 12.

총 누적중개액 2천억원 달성

 제휴기관

경남은행,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신한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IBK기업은행

한국어음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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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국어음중개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를 제공한다. 투자자와 어음 소지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 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한다.
은행에서 거절되고 사채에서 고금리를 요구하는 전자어음 할인을 일반 온라인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P2P 서비스이다. 예치금 분리 보관이나 원리금 수취권 발행 등은 기존 P2P 담보 대출과 동일하며 
원리금 상환 담보가 전자어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중개 시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어음 할인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한편, 핀테크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인 금리와 투명한 자료 제공을 위해 KED와 협약을 통한 별도의 전자어음 발행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2,200억원 가량의 대출 중개를 진행했으며, 중소기업 1,600개 회원사가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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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엔에프씨 영문명 HankookNFC

대표자명 황승익 설립일자 2014. 04. 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A동 10층

홈페이지 www.hankooknfc.com 이메일 help@hankooknfc.com 대표번호 070-4401-3160

담당자 연락처 070-4401-3160 담당자 이메일 srpark@hankooknfc.com

종사자 수 13명 자본금 15억 7,300만원

주요 서비스
PayAppLite, 

SnappyWire신용카드인증, 
폰2폰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엔에프씨는 NFC 기술을 활용하여 
신용카드결제 및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스마트폰 APP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폰2카드, 
폰2폰 결제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다양한 결제관련 특허(등록 8건, 출원 11건)와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자들의 온라인/오프라인 
결제를 돕고 있으며,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엔에프씨는 판매자들을 위한 mPOS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또한 미국(SnappyWire), 일본(Paytomo) 서비스를 
시작으로 EU와 베트남등 Global Payment 
시장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4. 04. 회사설립

2014. 07. KTB네트워크 1차투자 유치

2014. 09. 벤쳐캐피탈협회 벤쳐인증

2015. 10. 특허등록 “삼성페이를 이용한 폰2폰 결제”

2015. 12. 3년(2014~2016) 연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선정 “스타트업 TOP 100” 선정

2016. 06. 특허 등록 ‘이동통신 단말기 및 실물 금융 
카드를 이용한 간편 본인 인증 시스템 및 방법’

2016. 07. 본투글로벌 “K-ICT글로벌 지원사업”선정

2017. 05. 일본 MJS社 투자 유치

2017. 08. 매경핀테크어워드 2017 “최우수상” 수상

2017. 12. KB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2018. 04. 삼성갤럭시 시리즈 모든폰 NFC 결제 지원 확대

2018. 06. 일본 Paytomo 서비스 개발완료 PoC진행

2018. 09. 미국 Snappywire 서비스 오픈

2019. 0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PAYAPP Lite 출시

 제휴기관

이니시스,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IBK기업은행, JTNET, KDB캐피탈, KTB네트워크, NS벤쳐캐피탈, UDID

한국엔에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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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국엔에프씨는 판매자들이 별도의 결제단말기 구입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온오프라인 결제를 
받을 수 있는 PAYAPP을 UDID와 국내 서비스 중이며, 미국 서비스(스내피와이어)와 일본 서비스(페이토모)를 
시작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엔에프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라는 명칭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 
선정됨으로 특례를 적용받아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페이앱 라이트(PayApp 
Lite)를 오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거나, 
삼성페이를 판매자의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됩니다.
페이앱라이트는 별도의 쇼핑몰 개발 없이 사진과 함께 상품을 등록 후 주문서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링크결제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과 일반 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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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전자인증 영문명 CROSSCERT

대표자명 신홍식 설립일자 1999. 03. 1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인터내셔날빌딩 7층

홈페이지 www.crosscert.com 이메일 helpdesk@crosscert.com 대표번호 1566-0566

담당자 연락처 02-3019-5525 담당자 이메일 sales@crosscert.com

종사자 수 98명 자본금 333억 3,000만원

주요 서비스 보안, 인증 핀테크 분야 보안/인증 사업형태 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전자인증은 국내 최초 인증기관으로 
1999년 3월 설립되었다.

한국전자인증은 인증기관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 
글로벌인증기관으로 최상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제일의 인증기관인 
베리사인에 이어 세계 최대 보안기업인 시만텍과 
제휴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인증 보안 기술력을 
보유하여 보안 및 인증 양대 사업분야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인증 브랜드 한국전자인증은 지난 
19년간 축적된 세계 수준의 보안인증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인인증, 웹서버인증(SSL), FIDO 
생체인증, 클라우드 인증 등 다양한 인증기술과 
블록체인, IoT 보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보안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자인증의 출자기업인 인공지능 
전문기업 에이아이브레인은 혁신적인 AI 제품 및 
솔루션을 자체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I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Datamation 매거진에 의해 글로벌AI기업 TOP25에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대표적인 AI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999. 03.

한국 최초의 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설립

1999. 09.

세계 최대인증기관인 VeriSign과 인증서비스 
전략 제휴

2001. 11.

국가공인인증기관 지정 (정보통신부)

2002. 01.

공인인증서비스 개시

2008. 08.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발급서비스 개시

2010. 11.

인증기관 최초 코스닥 상장

2014. 01.

미국 법인 AIBRAIN, Inc. 출자

2016. 04.

FIDO '바이오인증플랫폼' 인증 획득

2017. 10.

무설치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사인' 서비스 개시

2018. 04.

독일 법인 Turing AI Holdings GmbH 출자

 제휴기관

신협,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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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국전자인증은 국내 최초로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글로벌인증센터와 공인인증센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증기관이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며, 광교 
테크노벨리에 국내최대 인증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의 바이오 인증 솔루션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지문인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인증 표준 기술이다.
KB국민은행, SCI평가정보, 핀테크 투자자문 서비스 에임(AIM) 등 금융과 민간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에 
FIDO인증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FIDO2 생체인증과 클라우드 결합한 100% 무설치(No-Plugin) 인증서비스인 
클라우드사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간편서명기술로 강력한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필기서명(Dynamic Signature) 인증'은 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인식의 한 기술로 전자펜을 이용한 
그래픽 기반의 서명 인증이며 국내최초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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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페이즈서비스 영문명 Pay’s service Korea Corp.

대표자명 전우정 설립일자 2014. 06. 09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길 14 (성수동2가, 에이스 하이엔드 성수타워 7층)

홈페이지 www.paysservice.com 이메일 ironman@payservice.co.kr 대표번호 070-4414-3469

담당자 연락처 070-4414-3469 담당자 이메일 iornman@paysservice.com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20억원

주요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 발행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모바일 결제 업체인 쿠프마케팅의 자회사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한국페이즈서비스가 선보인 페이즈는 전자적 
지불결제 직접 발행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발행한다.

금융사에서 발행한 바코드를 브랜드사와 결제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결제 
중개를 통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90여 개의 B2C 매체와 다수 B2B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을 모바일뿐만 
아니라 기프트카드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4. 06.

한국페이즈서비스 설립

2014. 12.

전자적 지불결제 수단 통합 관리 시스템

특허 출원

2016. 08.

기술보증기금 지정 – 벤처 확인 기업

2017. 04.

KB리브메이트 바로쓰기 서비스 오픈

2017. 05.

NH농협앱 캐시 바로 쓰기 서비스 오픈

2017. 07.

우리 위비멤버스 바로 쓰기 서비스 오픈

2017. 09.

하나멤버스 바로 쓰기 서비스 오픈

 제휴기관

다음,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옥션, 위메프, 카카오, 쿠팡, 하나은행, KT

한국페이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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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국페이즈서비스는 페이즈 상품권, 통합 바코드, 바코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즈는 하나의 바코드로 다양한 제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잔액조회, 관리, 충전이 
가능한 신개념 상품권이다.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의 결제 중개를 통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페이즈 상품권은 페이즈와 제휴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단일 금액권이다. 다수의 브랜드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결합 금액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 데이트, 외식 등 맞춤형 결합 금액권이다. 충전형 잔액 관리가 가능한 
페이즈 금액권으로 일회성이 아닌 충전, 잔액, 사용 내역 관리로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바코드는 하나의 바코드로 외식, 디저트, 쇼핑 등을 지급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바코드로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페이즈 바코드를 통해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 충전, 잔액, 사용 내역까지 관리가 편리하고 충전 및 구매 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바코드 결제는 오프라인 O2O 지급결제 서비스로, 보유한 포인트 및 등록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실시간 바코드 결제 수단이다.

▶기프트카드는 B2B 프로모션 및 대량발송 서비스가 가능하고 브랜드 매장, 판매 유통 채널 등에서 단일형, 
결합형으로 된 실물 유형 상품권을 제공한다. 브랜드 매장 판매를 통한 매출 및 마케팅 효과 극대화에도 
효과적이며,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은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 맞춤형 금액별 기프트카드로 스마트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권종별 다양한 금액대의 기프트카드와 카드 뒷면 URL, QR코드를 통해 잔액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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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국포스증권 영문명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대표자명 신재영 설립일자 2013. 09. 2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빌딩 11층

홈페이지 www.fosskorea.com 이메일 jw.kim@fosskorea.com 대표번호 02-1644-1744

담당자 연락처 02-710-2783 담당자 이메일 hj.lee@fosskorea.com

종사자 수 57명 자본금 780억 1,700만원

주요 서비스
펀드 온라인 중개/매매 

서비스, 개인형IRP 서비스, 
금융자산관리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국포스증권은 대형기관 판매자 중심의 
펀드판매채널을 고객 중심의 펀드판매채널로 
혁신하고, 공모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기관 주도 하에 설립된 회사로, 2014년 4월 
펀드슈퍼마켓 영업을 개시하고 국내 
펀드판매시장의 공정한 개방형 공동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은 대주주인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하여 
국내 46개 자산운용사 및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믿음직한 증권회사로,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2,000여개 펀드를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은 더욱 쉽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적립식 저축문화 형성에 앞장서고자 
최근 전면 개펀한 FOSS앱을 출시하고 
펀드슈퍼마켓을 생활금융투자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013. 09.

펀드온라인코리아 설립 및 차문현 초대 대표이사 선임

2014. 04.

펀드슈퍼마켓 서비스 오픈

2015. 05.

펀드슈퍼마켓 모바일 서비스 오픈

2016. 05.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2017. 07.

자문업 플랫폼 오픈

2017. 11.

국내 최초 온라인 사모펀드 출시

2017. 12.

펀드슈퍼마켓 개인고객 10만명 돌파

2018. 12.

한국증권금융, 최대주주 등재

2019. 04.

펀드온라인코리아 사명 변경 - 한국포스증권

2019. 11.

신탁업(개인형IRP) 금융위 인가

2019. 12.

자산관리 혁신플랫폼, 펀드뱅크 FOSS앱 출시

 제휴기관

디셈버앤컴퍼니, 코스콤, 파운트, 한국증권금융

한국포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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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 2,000여개 펀드를 타사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만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 2019년 12월 출시한 "펀드뱅크, 
FOSS앱"을 통해 생활금융투자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FOSS앱은 5분 내 손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FOSS앱은 다운로드 필요없는 간편 비밀번호 인증과 지문 인증을 제공합니다. 

▶ FOSS앱은 업계 최초, 간편 통합이체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이체업무를 한 화면에서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200만원까지 간편이체가 가능하고, 전화번호만으로 바로 이체 가능합니다.

▶ FOSS앱은 모든 펀드를 한 화면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 FOSS앱은 내 모든 펀드투자와 연금자산을 한 눈에 간편하게 파악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 FOSS앱은 내 관심사, 이용형태, 투자목적을 분석한 맞춤 큐레이션 제공으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FOSS앱은 국내 유수 로보어드바이저 2곳의 로보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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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솔시큐어 영문명 Hansol Secure

대표자명 박상준 설립일자 2000. 09. 16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홈페이지 www.hansolsecure.com 이메일 yura.kim@hansol.com 대표번호 02-2082-0766

담당자 연락처 02-2082-0766 담당자 이메일 yura.kim@hansol.com

종사자 수 60명 자본금 36억 8,300만원

주요 서비스 스마트카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솔시큐어는 국내 스마트카드 산업을 기반으로 
통신 및 금융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보안/인증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확대의 일환으로 핀테크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화/상용화 제품은 없으며 연구 
단계입니다.

2000. 09. 

설립(㈜스마트카드연구소)

2009. 09.

회사명 변경(㈜한솔시큐어)

2010. 10.

코스닥 시장 상장

2010. 10.

벤처기업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0. 10.

KOTRA, 지경부 선정 "SW 글로벌 스타 육성 기업"

2011. 01.

한솔계열사 편입

2017. 01.

독일 G+D 유상 증자 참여

 제휴기관

국내 통신사

한솔시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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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스마트카드 및 모바일 보안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독일 글로벌 보안 솔루션 회사 G+D와의 투자와 더불어 JV로서 IT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USIM Combi Card를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 한 것을 시작으로 eSIM, M2M USIM 등의 사업 
확장뿐 아니라, G+D 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IoT 보안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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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한패스 영문명 HANPASS Co., Ltd.

대표자명 김경훈 설립일자 2017. 02. 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광명타워 4층

홈페이지 www.hanpass.com 이메일 contact@hanpass.com 대표번호 02-3409-1540

담당자 연락처 02-3409-1540 담당자 이메일 contact@hanpass.com

종사자 수 68명 자본금 29억 2,800만원

주요 서비스 금융업, 해외송금업, 환전업 핀테크 분야 해외송금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한패스는 2017년 2월 3일 설립된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같은 해 11월 
소액해외송금업 사업 자격을 취득한 후, 2018년 
2월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를 론칭했다.

한패스는 국제 금융 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기반 
송금방식이 아닌 프리펀딩(Pre-Funding) 방식을 
이용하는데, 은행과 달리 기존 전산망과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 파트너사(MTO)에게 
고객신청 전문을 송신하면, 파트너사(MTO)가 미리 
예치해둔 금액으로 곧바로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저렴한 수수료와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을 
위해 14개국 다국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패스는 2019년 3월 삼성페이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패스가 삼성페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삼성페이 내 해외송금 
메뉴에서도 한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패스(주)는 신규 사업으로 
O2O환전서비스를 2019년 3월 7일 론칭했다. 
온라인을 통해 APP다운로드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환전 신청이 가능하고, 인천공항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외화를 배송받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10개국 통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신청을 통한 현지 환전 수령 
서비스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7. 02.

한패스(주) 법인 설립

2017. 09.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등록

2017. 11.

기획재정부 인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취득

2018. 02.

한패스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18. 05.

서울시 핀테크 지원사업 선정

2018. 08.

삼섬페이 해외송금 제휴 협약 체결

2019. 03.

O2O 환전 서비스 출시

2019. 03.

삼성페이-한패스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19. 08.

미래에셋대우 제휴 협약 체결 및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19. 09.

웨스턴유니온 제휴 협약 체결 및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19. 09.

IBK 1st Lab 참여기업 선정

 제휴기관

광주은행, 국민은행, 미래에셋대우, 삼성페이, 서울메트로은행, 웨스턴유니온, IBK 기업은행

한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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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한패스는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로 Android 및 iOS를 지원한다.
한패스를 통해 미국, 영국, 유럽, 중국, 일본, 필리핀, 네팔 등 50여개국으로 해외송금 할 수 있으며, 향후 
전세계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패스로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을 비대면으로 인증한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한패스 송금 방식은 은행과 달리 프리 펀딩(Pre-Funding)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보다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송금할 수 있으며, 수취 방식도 국가별 현지 금융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은행 계좌 이체 외 캐시 픽업, 모바일 월렛, 홈딜리버리 등이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수취 옵션을 
선택 가능하다.
또한, 선택 화폐 기준환율 정보를 5분 간격으로 제공해 투명한 송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금융 안정성을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과 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한다.
한편, 한패스 환전은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고객대면확인 후 수령하는 O2O 환전을 허용하는 비대면 
환전 서비스 도입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의 여타 공항환전 서비스와는 다르게 
환전대금을 공항에서 직접 배송(찾아가는 서비스)받는 새로운 형태이다. 이용자가 공항 내 은행 창구 또는 
부스로 갈 필요 없이, 한패스 직원이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한 환전 대금을 
전달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한패스는 환전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1억원 가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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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해빗팩토리 영문명 HabitFactory

대표자명 이동익, 정윤호 설립일자 2016. 01. 0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6층 106호

홈페이지 https://habitfactory.co/ 이메일 hello@habitfactory.co 대표번호 070-8232-3564

담당자 연락처 010-2077-2328 담당자 이메일 hello@habitfactory.co

종사자 수 14명 자본금 6,700만원

주요 서비스 시그널플래너, 
시그널가계부 핀테크 분야 인슈어테크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해빗팩토리는 고객 입장에서 금융을 분석하고, 
서비스합니다. 

현재, 데이터 기반의 보험 분석/관리 서비스 
<시그널 플래너>와 소비 및 금융 거래 이력을 
분석하여 더 나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주고, 금융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시그널 가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빗팩토리의 강점은 보험, 지출, 대출 등 여러 
금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중심으로 
정보를 재구조화하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빗팩토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렵고 복잡한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15. 11. KDB 산업은행 주최 데모데이 최우수상

2016. 01. ㈜해빗팩토리 법인 설립

2016. 02. KB증권(구, 현대증권) 투자 유치

2016. 08. K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프로그램 
          KB스타터스 선정

2016. 11. KB국민카드 리브메이트 앱 시그널SDK 제공

2017. 04. K-ICT 본투글로벌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사 선정

2017. 06. 엔텔스 / KB 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2017. 06. TIPS 프로그램 선정 – 운영사 : 엔텔스

2018. 05. ‘IBK금융그룹 핀테크 드림랩(Dream 
          Lab)’ 선정

2018. 07. 서울공항리무진㈜ 투자 유치

2019. 05. 한화그룹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드림플러스 선정

2019. 07. 서울시 제 2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2019. 07.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제휴기관

엔텔스, BC카드, KB금융그룹, KB인베스트먼트, KB증권, SEMA Translink Investment

해빗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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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보험 및 보장분석 서비스 <시그널 플래너>는 출시 후 1년 만에, 보험 분야 전문직군인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험 분석 서비스가 됐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높은 분석 정확성을 무기로 2019년 하반기, 일반인(B2C) 대상의 보험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시그널 플래너의 강점은 다양한 보험사에 흩어진 2,800만개 담보 항목을 실제 고객 관점의 45개의 보장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정확한 연령별 / 보장항목별 보장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보험설계사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 가입한 보험사, 보험 상품에 상관없이 단, 45개의 핵심 보장항목으로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한눈에 분석 가능합니다. 
해빗팩토리는 보장 항목 기반의 보험 분석을 시작으로 가족 보험 통합 분석, PDF 보험 분석 리포트, 현재와 
미래에 납부할 보험료 현황,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등의 기능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그널플래너는 개개인의 보험가입 데이터에 기반하여,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보장항목 기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시그널 가계부>는 개인 재무 관리 및 알고리즘을 통한 코칭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문자메시지, 푸시알림 등 
비정형메시지를 기반으로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 은행 / 증권 / 대출은 물론,  / 
간편결제까지 17개 금융업종, 870개 금융회사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지출을, 자체 보유한 분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업종 및 브랜드를 분류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의 지출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그널가계부는 현재 17개의 대분류, 53개의 소분류, 7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42만개의 상점/브랜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분석 정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2019년 현재 KB국민카드, KB증권, 마크로밀 엠브레인, 오픈서베이, 
GS리테일, 현대카드, 한화 데이터얼리틱스랩, 와이즈앱 등 다양한 기업이 소비 분석을 위해서 해빗팩토리의 
<시그널 가계부 Clou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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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헬로핀테크 영문명 hellofintech

대표자명 남기중 설립일자 2016. 08. 0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0 4층

홈페이지 https://www.hellofunding
.co.kr/ 이메일 hellofunding@gmail.com 대표번호 02-3453-0982

담당자 연락처 02-3453-0982 담당자 이메일 yr4msp@gmail.com

종사자 수 29명 자본금 5억원

주요 서비스 P2P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헬로핀테크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P2P금융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확정매출채권, 동산, 아파트 등 100% 
담보상품을 취급하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투자상품만을 출시한다.

신한은행 신탁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며, '헬로라이브TV'를 통해 PF현장을 실시간 
스트리밍 해준다.

서울신용평가, 신한은행, 교보리얼코 등과 연이어 
업무제휴를 체결했으며, 2018년 12월 누적투자금액 
1천억원을 돌파하였다.

2016. 08.

헬로핀테크 법인 설립

2016. 09.

헬로펀딩 공식 오픈 ‘크라우드 펀딩 투자 보호 
시스템‘ 특허 출원

2017. 03.

한국P2P금융협회 정회원사 가입

2017. 08.

법무법인 에이펙스와 원리금수취대행계약 체결 
PF현장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헬로라이브TV’ 
오픈 (업계유일)

2018. 02.

금융감독원 등록 (2018-금감원-1347)
(P2P연계대부업)

2018. 05.

자산운용사 누적투자금액 100억원 돌파

2018. 08.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 합작 서비스 
‘핀크(Finnq)’ 입점

2019. 11.

누적대출액 2,300억원 돌파 (연체/부실 0% 지속 유지)

 제휴기관

신한은행, 에이펙스, 핀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헬로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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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핀테크의 헬로펀딩은 P2P 금융 플랫폼 부동산과 동산 상품 모두를 취급하고 있다.
헬로펀딩은 연 8% ~ 19% 수준의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평균 연 10% 내외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높은 100% 담보상품만을 제공한다.
헬로펀딩 주요상품인 아파트담보상품, 확정매출채권담보상품, 동산담보상품, 부동산 PF상품 등 100% 
담보상품만 출시하고 있다.
빠른 EXIT이 가능한 단기 위주 투자상품를 제공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헬로펀딩의 투자상품의 각 투자기간은 
평균 5개월, 최장 12개월 이내로 시장변화로 인한 변동성을 최소화했다.
자금관리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운용자금을 투자시부터 상환시까지 신한은행의 신탁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자금운용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100% 담보상품에 투자하여 각 투자상품별 독립적 
상환재원이 존재하므로, P2P금융사의 부도/폐업 시에도 상환재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에서 원리금수취를 
대행하며, 수취된 원리금에 대해 자금신탁관리자인 신한은행이 자금운용지시를 대행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자금운용 안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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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현대페이 영문명 HYUNDAI PAY

대표자명 김정익 설립일자 2017. 05. 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1408호

홈페이지 http://www.hyundai-pay
.com 이메일 info@hyundai-pay.com 대표번호 1666-7682

담당자 연락처 070-7204-9668 담당자 이메일 dw.kim5924@hyundai-pay.com

종사자 수 30명 자본금 28억원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서비스, P2P금융, 
간편결제, O2O플랫폼

핀테크 분야 크라우드펀딩/P2P금융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현대페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서비스 인프라 및 첨단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고객의 가치창출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마트 월렛을 기반으로한 P2P 
금융 / 간편결제 / 외환송금 등 생활금융 
O2O플랫폼으로 고객과 기업간의 튼튼한 
징검다리를 구축합니다. 

현대페이의 금융사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경제를 이끌어 소상공인에게는 더 좋은 
결제조건을,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금융가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고 있는 
4차산업 시대에 현대페이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여 발전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할 
것입니다.

2017. 05.

법인설립

2018. 06.

콜드월렛 KASEE 개발

2018. 11.

H중공업 블록체인 기반 외주 전자계약 시스템
(다중서명) Poc

2018. 12.

K사 파트너 계약관리 및 위탁재고 Poc

2019. 03.

H자동차 블록체인 기반 생산 및 
품질 이력 정보관리 Poc

2019. 08.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선정

2019. 12.

부산시 영유아 교육 클라우드 특화 SaaS 구축

2019. 12.

KCC 35억, 티인베스트먼트 10억 투자유치

 제휴기관

더밸류, 모다, 부산광역시, 시소플랫폼, 엘라스틱, 케이알파트너스, 한국투어패스, 한컴시큐어, ABA

현대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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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사업]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경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는 더 좋은 결제조건을,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금융가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매출채권 선정산 팩토링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결제사업] 
스마트 월렛을 기반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포인트로 충전, 결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컨설팅] 
비즈니스 전략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기술진단 및 전략/계획 수립, 비즈니스 도메인별 사업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여행/레저 O2O플랫폼] 
관광지, 체험시설, 음식점, 숙박 등 교통과 결제 기능을 묶어 여행객들이 모바일 패스권 한 장으로 편리하게 
여행시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티켓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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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효성에프엠에스 영문명 HYOSUNGFMS

대표자명 강인식 설립일자 2007. 06. 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5층

홈페이지 www.hyosungfms.co.kr 이메일 cms@hyosung.com 대표번호 02-1544-5162

담당자 연락처 02-6181-2903 담당자 이메일 sangsoo.kim@hyosung.com

종사자 수 50명 자본금 15억원

주요 서비스 자동결제, 비대면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B2C

 기업소개  기업연혁

효성에프엠에스는 효성그룹의 정보통신분야 
효성티앤에스의 자회사로 전자금융결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사업자의 수납에 필요한 전자금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수납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납부자의 스마트폰 환경 변화에 맞춘 
모바일청구서기반 결제서비스인 '알림뱅킹'서비스를 
출시하여 다양한 납부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3. 01.

노틸러스효성 CMS사업팀 출범

2004. 09.

한국세무사회 제휴

2007. 06.

효성에프엠에스 설립 및 전자금융업자등록

2008. 09.

통신사 제휴 ( SKT, KT, LGU+)

2009. 09.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2010. 12.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개시

2016. 12.

25,000 이용고객 확보

2019. 08.

모바일청구서 결제서비스 '알림뱅킹' 출시

 제휴기관

국내은행 및 카드사, KT, LGU+, SKT

효성에프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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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CMS는 수납관리솔루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결제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SP 및 다양한 연계방식을 통해 이용기관의 편의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림뱅킹 서비스는 손쉽게 모바일 청구서를 발송하고 결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학원, 렌탈, 온라인주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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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후퍼 영문명 Whooper

대표자명 김웅겸 설립일자 2010. 07. 12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트

홈페이지 www.whoopersoft.com 이메일 support@whoopersoft.com 대표번호 02-875-2134

담당자 연락처 010-5586-6228 담당자 이메일 kdh@whoopersoft.com

종사자 수 7명 자본금 2억 6,600만원

주요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핀테크 분야 송금/결제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후퍼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금융결제와 
IT서비스를 접목하여 핀테크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다양한 하드웨어를 접목하여,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융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페이앳’을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더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분’(청구서/쇼핑몰/결제창) 서비스도 론칭했다.

나이스페이먼츠, 페이레터 등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10. 07.

후퍼소프트(주) 법인 설립

2012. 10.

모바일 현장 결제 솔루션 "페이앳" 런칭

2012. 12.

서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2016. 04.

P2P 금융 포털 서비스 '투모다-P2P투자정보' 출시

 제휴기관

나이스페이먼츠, 토마토페이, 페이레터

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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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퍼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를 지원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경험을 향상시킨 1분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후퍼가 제공하는 페이앳은 스마트폰과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동글을 연결해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결제 서비스다. 개발자 API 와 SDK를 제공, 고객사 자체 서비스와 전사 자원 관리에 페이앳 
기능을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자 모드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앳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는 간단한 무료 
회원가입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유용하다. 기존의 현금영수증 서비스의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1분 서비스는 페이앳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개발한 종합 결제 서비스다.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각종 부가 서비스를 1분 계약만으로 모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로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결제받아 더 이상 종이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로드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청구서 전송이 가능하며, 고객은 전송받은 청구서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PG관리자를 모두 간소화해 정산 처리, 매출 관리, 매출 통계, 
거래 내역 확인 모두 1분 통합 관리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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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희남 영문명 heenam

대표자명 김대희, 김동환 설립일자 2009. 09. 0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804호

홈페이지 www.heenam.co.kr 이메일 jungmin@heenam.co.kr 대표번호 070-4633-5359

담당자 연락처 070-4633-5359 담당자 이메일 jungmin@heenam.co.kr

종사자 수 26명 자본금 -

주요 서비스 소프트웨어공급(스크래핑) 핀테크 분야 기타 사업형태 B2B

 기업소개  기업연혁

희남은 국내 최초 모바일 스크래핑 개발 
회사이다.

2015년 우리은행 위비뱅크에서 사용자 디바이스나 
운용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통신으로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송신하거나 
추출해주는 ‘e-Spider’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계좌조회, 대출, 펀드 등 여러 분야에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다수의 은행 
및 카드사에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뱅크샐러드 및 리치앤코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에서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2009. 09.

(주)휴로직 설립

2011. 12.

(주)희남으로 상호변경

2015. 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11.

우리은행 핀테크 관련 MOU

2016. 03.

기업은행 핀테크 드림랩 입주

2017. 02.

데일리 금융 그룹 피인수 (50% Swap)

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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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희남의 'e-Spider' 엔진은 다중 플랫폼 기반으로 멀티채널을 형성하여 언어와 디바이스의 장벽을 넘어 중계서버 
기능 구현의 편의를 제공한다. 은행정보, 카드사정보, 증권사정보 등 기업이 경영 및 재무 자금운영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더욱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계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엔진이다. e-Spider는 여러 
기종의 디바이스와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녀 멀티 플랫폼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통신규약을 
통한 데이터 수집, 사이트 변경에 따르는 모듈 수정 관리가 용이해, 높은 데이터 정합성을 지닌다. 여러 인증 
방식 및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다양한 로그인 방식에 대응한다.





◾ 핀테크 지원기관 및 인큐베이터 소개

인큐베이터
공간 
제공

입주 
규모

기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주소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O 13개 테스트 

플랫폼 제공

사업화,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보안, 마케팅, 투자

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서관 10층

02-405-6789
fintech@kisa.or.kr

한국핀테크지원센터 O 15개 테스트
기기 지원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보안, 마케팅
외부

(본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2층(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분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별관 218호

02-704-4100
help@fintechcenter.or.kr

서울특별시

서울시 핀테크랩
O 70개 -

사업화, 투자, 
사업계획서 

작성
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Wework 여의도점 8층 
서울 핀테크랩

02-761-0990
fintech@kaccelerator.co.kr

부산광역시

유스페이스
O 100개 - -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133 
위워크BIFC점(11층~15층)

051-888-4881
siwon00@korea.kr

코스콤
핀테크 인큐베이팅센터

O 5개
RA 테스트 

플랫폼, 
오픈API 제공

IT기술, 법률, 
투자, 특허, 

경영

내부
(펀드), 
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02-767-7740
open@koscom.co.kr

IBK기업은행
IBK 1st Lab

O 3개
테스트 
플랫폼 
제공

사업화, 금융,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보안, 
마케팅, 투자

그룹사
, 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02-2031-5419
ibkfintech@ibk.co.kr

글로벌핀테크산업

진흥센터
O 2개

외부 
전문가 
연계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마케팅, BM,

투자

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52층 사단법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051-637-7607
help@finpc.org

NH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O 30개
테스트 
플랫폼, 

오픈API 제공

사업화, 금융 
법률, 회계, 

특허, 마케팅

내부
(펀드), 
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NH디지털혁신캠퍼스

02-2059-3204
nhdic@nonghyup.com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O 17개
테스트 
플랫폼, 

오픈API 제공

금융, 회계, 
세무, 특허, 

경영

그룹사, 
내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 2층

02-2125-2237
kang@woorifg.com

KB금융그룹

이노베이션 허브
O 19개 -

금융, 법률, 회계, 
특허, 정부지원 

융자, 투자
그룹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패스트파이브 신논현점 6층

02-2073-6249
innohub.khg@kbfg.com

DGB금융그룹

FIUM LAB
O 4개

IT개발
지원 협의 

가능

법률, 회계, 세무, 
특허, BM, 사업화,

투자
외부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대구은행 제 2본점) 
5층 피움랩 

053-740-7969
fiumlab@dgbfn.com

KEB하나은행
1Q Agile 랩

O 7개 PoC 테스트 
제공 사업화, 투자 그룹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02-3788-5082
1qagilelab@hanafn.com

신한금융지주
신한퓨처스랩

O 15개
테스트
플랫폼
제공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보안, 마케팅 

및 스타트업 
컨설팅 전반

내·외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58 8층 신한퓨처스랩

02-6250-8903
contact@futureslab.kr

BNK부산은행

BNK 핀테크랩
O 20개 -

사업화, BM,
투자, 사업계획서

작성
내·외부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133 위워크BIFC 
14층

051-620-3511
hanwon22@busanbank.
co.kr

교보생명
INNOSTAGE

O 3개
테스트 
플랫폼, 

오픈API 제공

금융, 법률, 회계, 
세무, 홍보, 투자 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7층
02-721-3712
kjeun327@kyobo.com

한화생명
드림플러스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O 5개
PoC 

테스트 
제공

사업화, 홍보, 
투자

그룹사, 
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6층

02-789-7306
2170115@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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