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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국-벨기에 핀테크 Demo Day 및 유럽진출 세미나」개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9.06)

◈ 한국 및 유럽 양국의 핀테크 투자환경,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사례 세미나

      * 금융위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창업ㆍ스케일업ㆍ글로벌 진출 등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멘토링, 상담, 업무공간 제공, 해외진출 컨

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 한국-벨기에 핀테크 기업 네트워킹 간담회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9.06.19(수), 14:00～19:00 / 서울창업허브본관 10층대강당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 (주요 참석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ㅇ (국내) 금융당국, 핀테크기업관계자, 핀테크유관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ㅇ (벨기에) 벨기에 대사관, 금융기관, 기업지원기관(hub.brussels),

핀테크 허브기관(FinTech Belgium), 핀테크 유관기업 등

□ 주요내용

① 한국 및 유럽(벨기에포함) 양국의 핀테크 투자환경,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와사례세미나및패널토론

② MOU 체결

③ 한국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및 벨기에 핀테크 유관기관 2개** 발표***

* 한국 5개사(디렉셔널,SBCN,키스톤핸즈,투비콘,피노텍 순)

** 벨기에 2개기관(Marc Toledo, Cullen International)

*** 발표는 영어, 한국어 택1(발표자료는 영문)

④ 네트워킹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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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홍보영상상영 행사장
14:00 ~ 14:02

(2‘)
개회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섭외중)

14:02 ~ 14:06
(4‘)

한국 개회사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14:06 ~ 14:10 
(4‘)

벨기에 개회사
Peter Lescouhier, 

주한벨기에대사

14:10 ~ 14:15 
(5‘)

MOU 체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Belgian Finance Club 
14:15 ~ 14:30 

(15‘)
벨기에 핀테크 산업동향

Thierry Janssen, Spokesman of 
Fintech Belgium(Belgium)

14:30 ~ 14:45 
(15‘)

한국 핀테크 산업동향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14:45 ~ 15:00 
(15‘)

금융산업에서의 핀테크 중요성 : 

현지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을 위한 기회
Bruno Colmant, President of the 
Belgian Finance Club

15:00 ~ 15:15 
(15‘)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 유럽 및 미주

지역의 사례
Elena Scaramuzzi, Cullen 
International

15:15 ~ 15:30 
(15‘)

한국핀테크산업 지원정책
김세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장

15:30 ~ 16:10 
(40‘)

패널토론
발표자

(좌장: 정유신 이사장)
16:10 ~ 16:25 

(15‘)
Coffee Break

16:25 ~ 17:00 
(35‘)

한국핀테크기업 피칭 및 질의응답

(각 5‘×5개사, QNA(7’),여분(3‘))

투비콘, SBCN, 피노텍, 

디렉셔널, 키스톤핸즈

17:00 ~ 17:30 
(30‘)

벨기에 핀테크 유관기관 발표 및 

질의 응답

(각 10‘×2개사, QNA(7’),여분(3‘))

① Marc Toledo: “블록체인이 
우리 조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② Cullen International(ICT, 
디지털경제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업체)

17:30 ~ 17:33 
(3‘)

네트워킹 소개
Victor Dulait 

(hub.brussels)
17:33 ~ 19:00 네트워킹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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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참가기업 소개

1. MOU 체결

 □ Belgian Finance Club

2. 벨기에 핀테크 유관기업

 □ Cullen International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JEAN CULLEN 1986
- 연간 구독 서비스
- 리서치 및 교육 서비스
- 세미나 컨퍼런스

기업연혁 기업 소개

- 1986 : 법인 설립 
- 1996 : E-Commerce 출시
- 1999 : 중앙 유럽 및 동유럽  사업확장
- 2007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시작
- 2010 : 남아메리카 사업 확장

 Cullen International은 유럽, 미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통신, 미디어, 디지털 
경제 및 우편 부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규제적 또는 법적 논쟁과는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구독하는 200개 이상의 
통신 회사,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방송사, 
우편국, 규제 기관, 경쟁 당국 및 정부 각 
부처로부터 규제 정보 제공업체로 선정
 고객과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제공 
서비스의 품질과 가치, 전문 지식 또는 팀과 
회사의 헌신을 반영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BRUNO COLMANT 2009 벨기에 금융의 국제적 입지 확보를 위한 포럼 개최, 네트워킹 행사 진행 등

기관 연혁 기관 소개

- 2009 설립
- 2018.4.22.-4.28. 중국 현지 방문 

‘Economic mission to China’ 
세미나 및 컨퍼런스 진행

은행 및 금융 전문가들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설립된 비영리 단체

벨기에 금융과 금융업 종사자들의 국제 사회 진출 촉진

회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 교환 강화

연구·금융 정보 확산 및 촉진

두 달에 한 번, 다양한 금융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 개최

연 1회 저명한 연사와 함께 갈라 디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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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핀테크 기업 

□ 디렉셔널

□ 에스비씨엔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정지원 2018년 8월 17일 블록체인기반 P2P 주식대차 플랫폼

기업연혁 기업 소개

- 2018. 4 : 팀 결성
- 2018. 8 : 주식회사 디렉셔널 한국 법인 설립
- 2018.10 : 신한금융투자 MOU 체결
- 2019. 3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9. 4 :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 2019. 5 : 
 ①신한금융투자, 서비스 런칭을 위한 

본 계약 체결
 ②그라운드엑스(카카오 자회사),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 
Initial Service Partnership 체결

- 2019. 7월(예정) : 디렉셔널 플랫폼 런칭

디렉셔널은 금융, 법률, 테크놀로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설립하였고,  2019년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디렉셔널은 금융의 균형을 잡고 전 세계 개인 

금융소비자들을 연결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블록체인기반 P2P 주식대차 플랫폼을 

선보여 개인 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 및 차입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손상현, 이승엽  2014. 07. 29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연혁 기업 소개

- 2014. 7 : 법인 설립
- 2014.11 : 키움증권 Open API 컨설팅
- 2015. 8 : 2015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선정

- 2016.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16. 6 : KR선물(주) 자동매매 

서비스 제작
- 2016.12 : 미래창조과학부 

ICT유망기업(K-GLABAL 
300) 선정

- 2017. 2 : 키움증권 B2B 서비스 런칭
- 2017. 4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심의위원회 
운용심사 통과

- 2017.12 : 하나금융투자㈜ 
증권정보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에스비씨엔은 AI 및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전문 
기술기업으로, 금융분야에 적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비씨엔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핀테크 
분야의 핵심 중 하나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 로직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통합한 로직을 활용하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Finance Lake를 
만드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각종 투자 정보에 활용하고, 자체 
알고리즘으로 극대화하여 정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9년 1월, 스위스 핀테크 AI 기업 ‘AAAccell 
(트리플에이셀)’과 아시아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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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톤핸즈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김송철 2019. 04. 01 모바일 간편결제 솔루션(NFSC) 및 결제 단말기(MAT) 개발, 공급

기업연혁 기업 소개

- 2019. 4 : 서태섭, 김송철 공동 창업, 설립
- 2019. 5 : 세계최초 국산기술 

NFSC 출시
- 2019. 5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피칭대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급결제 
솔루션' 소개

- 2019. 6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로페이 추진사업단 
패널 참여

 * 설립자
서태섭은 국내 최초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 
콩나물닷컴 창업 이후 2007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으로 '다음지도'로 진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회사 매각 이후, 모바일 지급 결제 솔루션 구상
 

* 보유 기술 
-  2019.5 세계최초 국산 기술로 이루어진 NFSC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단말기 MAT를 출시    
- 기존의 QR, NFC, MST와 같은 모바일 결제 
기술의 문제점 해결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화 (전통시장, 
제로페이에 도입)를 위한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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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비콘

□ 피노텍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노정한  2013. 08. 23 의료와 보험 관련 융합 콘텐츠 개발

기업연혁 기업 소개

- 2013. 8 : 투비콘 설립
- 2014. 7 : 아마노 코리아 전자증명서 

의료부분 독점 계약 체결
- 2015. 1 : 강남차병원 전자 증명서 

서비스 런칭
- 2015-현재 : 세종병원, 고대안암병원, 

강남 차병원 등과 서비
스 구축 및 연동

주식회사 투비콘은 병·의료 전자 증명서 발급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차병원 유헬스케어 연구소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로 병·의료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 
병·의료 전자동의서 솔루션, 병·의료 다목적 
콜센터 시스템 등 병·의료에 특화된 솔루션을 
구비하고 제공합니다.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

 김우섭 2008. 11. 13 로봇 카운슬링, 비대면 실명확인, 전자계약,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기업연혁 기업 소개

- 2008.11 : 엘스트로 설립
- 2015. 4 : 피노텍으로 사명 변경, 

자회사 아이스트로 합병
- 2016. 8 : 독일 핀테크그룹과 

합작회사 ‘피노텍 
유럽(Finotek Europe)’ 설립

- 2016.11 : 딜로이트 선정 ‘2016 아태 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술 기업’ 
51위(핀테크 분야 아시아 1위)

- 2017. 3 : 포르투갈 자회사 
‘피노텍 글로벌(Finotek 
Global)’ 설립

- 2017. 7 : BNP파리바 카디프 
어워드 세레모니 톱 5 선정

- 2018. 5 : '제5회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최우수 혁신상

- 2018.12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자경매시스템 사용 계약

피노텍은 비대면 실명확인, 로봇카운슬링, 
전자계약, 비대면 담보대출 분야의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씨티그룹에서 개최한 글로벌 핀테크 대회(2015 
Citi Mobile Challenge)에서 ‘원데이 모바일 
모기지론’을 선보여 모기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비대면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텍은 행위 기반의 본인 인증 
기술인 ‘자필서명 인증’, ‘맥락 인증’과 고객 
상담용 로봇 카운슬링 ‘피노봇’, 전자등기 
솔루션인 ‘피노모기지’ 등 비대면 금융 거래나 
담보대출을 위한 다수의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남미, 동남아, 북미의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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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벨기에 사절단 

구분 소속 직함 성함

1 Banque Degroof Petercam Head of Macro 
Research Bruno Colmant

2 Belgian Finance Club Secrétaire général Frédéric de 
Laminne

3 Belgian Finance Club Risk Manager Badr Boussabat

4 Cullen International
Head of Americas 
Telecoms, Media 

& Digital Economy
Elena Scaramuzzi

5 Cullen International Business Analyst Ioana Voicu

6 Dilun CEO François Mattelaer

7 FEPRABEL Deputy CEO Eric Vanhalle

8 M5 SA Administrator Martine Wellens

9 M5 SA CEO Jean Mentior

10 Treetop management Founder & Board 
member Thierry Beauvois

11 Just in Time Management Director Thierry Janssen

12 hub.brussels Invest & Export
Area Manager - 

East Asia 
(mission coordinator)

Victor Dulait

13 hub.brussels Enterprise Europe 
Network

European Programmes 
Internationalisation 

& Innovation
Benjamin Car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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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오시는 길 

□ 위치

ㅇ 서울창업허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구)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자동차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주차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버스

- 마을버스: 마포 10번

- 시내버스: 110A, 173, 604, 740, 7016, 7613

ㅇ 지하철

-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 하차 2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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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위치

서울창업허브 도착 본관 입구

엘리베이터 탑승 10층 이동

행사장 도착 행사장 도착(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