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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핀테크 기업·투자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최 결과 -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가 성공적으로 개최

  • 한국성장금융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마련

  • 총 5개의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들간 투자의향을 확인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 기회를 확보 

◈ 김용범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성공에는 통찰력 있고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핀테크 성장에 투자자의 관심 당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 기업, 국내외 VC,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매칭을 지원하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핀테크 투자 확대 의지를 피력

  • 또한 신한금융지주와 한국성장금융은 MOU를 통해 200억원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우선 조성하고,

   - 추후 성장금융의 핀테크 전용펀드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계획

등을 합하여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자금 마련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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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05~13:10(05‘) 인사말씀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3:10~13:20(10‘) 기조발언
·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 Open Collaboration을 통한 금융혁신

13:20~14:40(80‘) 기업IR ·  10개기업 IR 진행 

14:40~15:00(20‘) MOU체결 · 투자자-핀테크기업간 투자의향 MOU

I.「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요

□ 일  시 :  ’19.5.23.(목) 13:00~15:00 

□ 장  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석자 : IR 대상 핀테크 기업, 국내외 VC, 투자기관, 금융회사 등

□ 주요 행사

ㅇ 10개*의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자신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을 진행

     * 금융회사 등 핀테크랩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거나, 투자유치 의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IR 기회를 부여 

ㅇ 기업 IR 이후, 핀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투자 개별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

     * 투자 상담회 : 5.23(목) 15:30~18:00,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상담관 

< IR 참가기업 주요 서비스 내용 >

회사명 주요 서비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 제공

센트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에스비씨엔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서비스 제공

에이젠글로벌  AI기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 제공

파운트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 제공

페이콕  스마트폰 기반 결제시스템, 플랫폼 제공

피노텍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핀다  대출 상품 관련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핀테크  차량 정보 기반 금융상품(대출, 보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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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투자기관 주요 서비스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킹슬리자산운용, 
퍼즐인베스트먼트,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 제공

에스비씨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서비스 제공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KB인베스트먼트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 제공

파운트 스틱벤처스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 제공

핀테크 한화생명
 차량 정보 기반

금융상품(대출·보험) 서비스 제공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II.「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최 결과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한국성장금융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

 ㅇ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총10개의 우수 핀테크 기업과 국내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 등 약 300여명이 참가

    * LeapFrog investments(영국), Shefa Capital(이스라엘), Women's World Banking(미국) 등

□ 이번 행사에서 우수 핀테크 기업과 모험자본간 핀테크기업의 성장

(Scale-up)을 위한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ㅇ 이로써 5개의 국내 핀테크 기업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

< 핀테크 기업·투자자간 MOU 체결 현황 >

□ 투자기관은 내부적 투자절차를 걸쳐 금년 6월~8월* 중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 자금을 투자할 예정

[별첨] 김용범 부위원장님 말씀자료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