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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금결원-코스콤, 핀테크 금융 API 해커톤 개최
-  다수계좌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선보인 스타트업 및 학생 연합‘초필살’팀 최우수상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금융결제원, 코스콤과 금융권 
공동 오픈API*를 활용한 창의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핀테크 금융 API 해커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보안인증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
혔다.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로, 8월 30일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오픈API를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개설

최우수상은 다수계좌를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간결해’를 발표한 스
타트업 및 대학생 연합 구성 ‘초필살’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게임
기능을 연계한 분할결제 서비스 ‘BoomPay’를 선보인 학생구성팀 ‘핀크
닉’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주식정보 공유 서비스 ‘개미
의 선택’을 개발․발표한  직장인 구성팀 ‘핀쓰리’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 정보>

구분 팀명 서비스 이름 및 개요

최우수상 초필살
<간결해> 여러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각 계좌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분산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 

우수상 핀쓰리
<개미의선택>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의 상승/하락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서비스

우수상 핀크닉
<BoomPay> 게임기능을 가미해 식사비 등을 구성원 
간 재미있게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장려상 GD
<GETDON>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계 서비스

장려상 Hack스페셜리스트
<레알투자> 가상투자를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식투자 체험 서비스

장려상 엠로보
<Money Robo> 개인 투자자를 위해 중요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투자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 2 -

붙 임  핀테크 금융 API 해커톤 개요

o 행사명 : 「핀테크 금융 API 해커톤」

o 추진체계 :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o 주제 : 금융권 오픈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기획·개발

     ※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금결원),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코스콤)

o 일시·장소 : ‘16. 11. 19(토) ~ 11. 20(일), KISA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o 참가 대상 : 제한 없음(학생 및 일반 개발자, 스타트업 등)

o 시상 개요 : 총 6점(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o 수상 특전

- 총 상금 1400만원(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각 3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 KISA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입주기회 우대

- KISA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지원사업 우대

o 수상팀 개요

구분 팀명 서비스 이름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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