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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센터(031-8016-1169)

배 포 일 15.05.26(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1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 금융위원회는 금년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

ㅇ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3.30.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 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구축

- 핀테크 스타트업에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

조달상담까지 총 64건의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

◈ (핀테크 성과 가시화) 핀테크 지원센터를 거친 총 4개 핀테크社와 

국내 금융社가 공동상품 개발 등 제휴·협력 M.O.U를 체결 

◈ (핀테크 기술 시연) 총 10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의 멘토링

연계, VC 등으로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

◈ (韓·英 핀테크 지원기관간 M.O.U 체결)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과 핀테크 지원센터가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영국 VC, 엔젤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 유치 기회 마련

제 목 : 핀테크 기업, 핀테크 한류 꿈꾼다
- 핀테크 지원센터 를 통한 핀테크 육성 성과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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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개의 핀테크社·금융社간 협력·제휴 사례 도출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성과가 가시화

 2  제2차 Demo-day 내용

□ 핀테크 지원센터 는 지난 4.30일 제1차 Demo Day를 성공리에 개최

한데 이어 금일(5.27) 제2차 Demo-day를 개최

□ 금일 행사에서는 기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4개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M.O.U 체결 내용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M.O.U 체결 내용

위즈도메인 현대증권
핀테크 기업 기술을 바탕으로한 투자금 시범운용

관련 업무제휴

㈜핀테크 하나은행 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상품개발 진행

더치트㈜ 우리은행

핀테크 기업의 시장정착을 위한 협력,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모델 및 신규 사업기회 창출,

사기거래 피해예방 대응모델 구축

이리언스 기업은행
비대면 바이오 인증 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보안

강화 및 거래고객 편의성 증대 사업의 도입·정착

ㅇ 특히 이리언스社의 경우 지난 1차 Demo Day를 통해 금융회사와 

1:1 멘토링으로 연계된 기업*을 대표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 이리언스 ↔ 기업은행 / KTB 솔루션 ↔ 기업은행 / C2Mobile ↔ KB국민카드

- 이리언스사의 홍채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이 집중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협의

ㅇ 한편, 금일 M.O.U 체결 핀테크 기업 중 상당수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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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테크社·금융社간 제휴협력 기회 모색을 위한 핀테크 기술 소개·시연

다. 한국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 및 투자유치 기회 마련

□ 금일 Demo Day에서는 총 6개 핀테크 기업이 각자 자신의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

참여 업체 서비스 개요

웹케시 B2B 전자금융·핀테크 전문기업

뉴지스탁 개인투자자 전용 증권정보 분석 서비스

두나무 국내 유일 소셜주식거래 서비스 (증권플러스 for Kakao)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엠앤엔즈코리아 클라우드 방식 POS 서비스 개발업체

인비즈넷㈜ 링투페이(ring2pay)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ㅇ 15개의 은행·카드·증권사 및 코스콤 등 금융권이 참여,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 받으며 향후 제휴협력 기회를 모색

□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핀테크 업체의 사업 범위도 B2B

솔루션 제작부터 금융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ㅇ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저변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

□ 금일 행사에는 세계적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level39을 비롯 

영국의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 등이 다수 참여 

□ level39은 핀테크 지원센터 와 국내에서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양자의 힘을 모으기로 협의하고 M.O.U를 체결

□ Infocomm Investment, Barclays(이상 VC), AngelList(엔젤투자자) 등은

역량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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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및 서비스를 전시한 부스를 관람

하고 관람소감을 밝히는 등 국내 핀테크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시간을 가졌음

ㅇ 아울러, 영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CEO도 함께 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관람하고 큰 관심을 나타내었음

* Myriada System, Pixelpin, Suades Lab

□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국외 진출, 투자 유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 금일 행사 종료 이후 Demo Day 참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을 적극 지원 

ㅇ 1:1 멘토링을 통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

* 금번 2차 Demo-day에 따른 1:1 멘토링 연계 결과는 ‘15.6.10에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에 개시되며 참여 업체에는 개별 통보될 예정

ㅇ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1:1 멘토링을 수료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앞으로도 핀테크 지원센터 는 매월 Demo Day 등을 비롯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공모전, 세미나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ㅇ 특히, 6월에는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주제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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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Demo Day 상세 개요

ㅇ (일시·장소) 2015.5.27(수) 09:00∼12:00,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홀

ㅇ (주최) 핀테크 지원센터 (금융위, 미래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

전문금융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신용정보협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등)

ㅇ (참여) 10개 핀테크 기업, 6개 금융협회, 15개 금융기관, 기타 영국측 참가자 등

-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 ㈜핀테크, 더치트㈜, 이리언스, 웹케시, 뉴지스

탁, 두나무, 파이브지티, ㈜엠앤엔즈코리아, 인비즈넷㈜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신용정보협회

- (금융기관 등)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BC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코스콤

- (영국측 참가자) 영국 무역투자청(UKTI), 건전성감독청(FCA), 핀테크 육성·

투자기관(Level39, Barclays, HSBC, Infocomm Investment,

AngelList), 핀테크 스타트업(Myriada System, Pixelpin,

Suades Lab)

※ 별첨 1 : M.O.U 체결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요

※ 별첨 2 : 기술시연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요

※ 별첨 3 : LEVEL 39 개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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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별첨1  M.O.U 체결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요

기관(대표자) 서비스 개요

위즈도메인

▸ 특허권 가격 산정

∘ 특허의 시장규모 추정, 이익 기여도, 기술 

생명주기 등을 분석하여 특허권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술 보유

∘ 기술담보대출시 담보가치 평가, 자본시장에서

기술대비 저평가 종목 발굴 등에 활용

㈜핀테크

▸ Big Data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 오픈마켓 등에서 활동하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실시간 매출정보, SNS신뢰

지수, 사업자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금융권

대출시 활용

더치트㈜

▸ 집단지성 활용 사기방지 솔루션

∘ 사기피해자 제보 등에 근거하여 계좌이체시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공지하여 사기에 의한 이체를

방지

이리언스
▸ 홍채 활용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 홍채인식 본인인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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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별첨2  기술시연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요

기관(대표자) 서비스 개요

웹케시
▸ B2B 전자금융ž핀테크 전문기업

∘1999.7월 설립된 전자금융 솔루션 및 B2B 핀테크 

서비스 전문 기업

∘국내 최초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출시(2001년)

뉴지스탁 ▸ 상장된 전 종목 분석 가능한 개인투자자용 분석 

서비스

∘ 2011.6월 설립되어 상장된 전 종목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를 유일하게 보유중 

* 현재 대부분의 증권정보 시스템은 75%의 상장종목이 분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분석 종목 중 30% 이상은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수익 종목이라는 점에서 착안

두나무
▸ 모바일 증권 플랫폼 서비스 ‘증권플러스 for Kakao’

∘2012.4월 설립된 일반적인 증권앱과 소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

(Social Trading Service, STS)

* 일반적인 증권앱과 소셜 요소(카카오 메신저)를 결합한 모델

파이브지티 ▸ 얼굴인식 보안솔루션 개발

* 얼굴인식 :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이미지 중 얼굴

특징이라는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생체인식 방법

㈜엠앤엔즈코리아
▸ 클라우드 방식 POS 서비스

∘기존 단말기형 POS를 대체하여 클라우드로 POS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 (기존)가맹점 POS 단말기 →

(신규) 이용자 스마트폰+처리서버

∘2008년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인비즈넷㈜

▸ 링투페이(ring2pay)* 간편결제 서비스

* 휴대폰 ARS를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2채널(인터넷+이동통신) 간편결제

∘2011.6월 설립된 PC 및 모바일에서의 간편결제 및 

본인인증(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

* 지마켓ž옥션의 ‘스마일페이‘, KB국민žBC카드 AR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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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최대 핀테크 Accelerator : 총 86개 핀테크 기업 육성 중

ㅇ 핀테크 창업기업에 자금조달,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창업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공

* 최근에는 성장기에 접어든 핀테크 기업까지 확대 지원

□ 설립 : 英 Tech City 초대회장에 의해 ‘13.3월 설립

□ 주요 기능 

ㅇ 면담 장소 제공 : 핀테크 기업이 동종기업·금융회사·투자자·정책결정자를

수시로 만나 협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실 외에도 비공식 모임공간(Village Square), 150석 규모의

회의장, 컴퓨터 및 통신 설비가 완비된 소규모 회의공간 등 구비

ㅇ 창업 기업 육성 : 핀테크 스타트업에 마케팅, 투자 유치,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 제공

* 경쟁을 통해 6개 회사를 인큐베이터(incubator)로 선정하고, 이들이 6주 또는

12주 기간 동안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조달 등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100명 이상의 멘토가 자발적 참여)

**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Pitch Day'를 통해 창업기업들을 위한 사업설명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수기업들의 경우 이를 통해 현금 보상(cash prize), 대형 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짐

□ 뉴욕, 토론토 등 세계 각지의 창업지원센터 및 대학, 투자펀드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회원사를 지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