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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결과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

◈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에 

총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음

  •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64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54개의 

부스가 전시되었음

◈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총 20개의 세미나 및 행사가 진행되었음

  • 각 세미나에서 논의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등에 

대해서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 

◈ 금년도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를 계기로 내년에도 5월말경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를 추진할 예정임 

  • 명실상부한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전세계인이 참여하는 핀테크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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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개최결과

▣ 5.23~5.25일 3일간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성황리 마무리

 ㅇ 총 1만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등을 
포함한 행사 및 세미나에 300~400여명 참석

     * 5.23일 약 5,000여명 5.24일 약 4,000여명 5.25일 약 1,300여명 추산

 ㅇ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핀테크를 알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각국의 핀테크 정책동향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ㅇ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VC·AC 연계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 및 해외

진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는 컨설팅 기회 마련

     * ①5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들간 양해각서(MOU) 체결 →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기회 확보 ②10개 핀테크 기업이 금감원 현장자문 신청 → 순차적으로 컨설팅 진행

 ㅇ 고등학생·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정보 및 상담을, 초·중생에게는 

핀테크 체험을, 실버세대에게는 핀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방문자 1,010명 대상) 박람회 만족도 조사결과 93.1% 만족(매우만족 58.3% 만족 34.8%)  

                      핀테크 이해도 조사결과 86.8% 만족(매우만족 52.5% 만족 34.3%)

▣ 행사를 주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째날과 둘째날 모두 행사장을 방문

 ㅇ 첫째날, 개막식 기조연설 이후 전시 부스를 일일이 돌며 핀테크 기업을 
격려하고 서비스를 직접 체험*

     * 소비·저축·투자 성향카드 QR코드 인식 후 AI를 통한 자산배분 자문, 대출 플랫폼, 
장문을 이용한 생체인식,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환전서비스 이용, 
가상 편의점에서 안면인식을 통해 물건구입 등

 ㅇ 둘째날, 핀테크 어워즈에 참석하여 금융위원장상 수상자(129개 아이

디어 중 선정)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

▣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동 행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박람회

로서 시작을 알리는 계기 ➡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전시부스 54개 대상) 금융회사·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많은 방문객으로 폭넓은 고객

접점 형성, 기업인지도 상승 등은 유익했으나 공간이 협소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

 ㅇ 또한, 금번 행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시부스·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홍보하고 

남은 기념품*은 행사 이후 자발적인 모집을 거쳐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

     * 에코백, 텀블러, 학용품, 스마트폰그립, 마우스패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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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막식 및 기조연설

II. (5.23일) 세미나 및 행사 주요내용

☐ 개막식 기조연설에는 400명이 넘는 해외 및 국내 인사가 방문

ㅇ 주요 인사로는 해외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국제기구, 국내 금융
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이 참석

    * 국제기구(World Bank, EBRD), 해외 금융당국 등(영국, 호주, 스위스, 싱가폴, 홍콩, 
라트비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핀테크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 금융으로의 변화

ㅇ ①핀테크 성장 지원, ②규제체계 정비, ③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
지원, ④핀테크 신시장 개척과 함께 ⑤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강조

☐ Douglas Feagin 안트 파이낸셜 국제사업부문 대표는 알리페이의 
주요전략 및 국내 파트너십 현황을 발표

ㅇ 핀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①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②

블록체인·AI 등 기술혁신 ③글로벌화가 핵심요소임을 강조

ㅇ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산업 
발전과 성장에 도움

☐ Matt Dill 비자글로벌 전략파트너십‧벤처부문대표 대표는 핀테크가 
기존 금융상품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ㅇ 비자는 앞으로 카드 사업을 넘어서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내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 

☐ 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는 영국의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면서,

향후 한-영간 협력체계 강화를 제언

ㅇ 한-영간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를 만들어, 핀테크 기업이 
양국가의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성장(Scale-up)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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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일 시 5.23(목) 11:00~12: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이벤트관

발 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성공기반과 현금, 지갑

없는 사회를 대비하여 핀테크기업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

ㅇ (성공기반) 2,800만명의 고객 확보가 성공의 원동력이며 그들에게 

송금·결제 등 다양한 금융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있음

ㅇ (나아갈 방향) 카세트테이프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듯, 핀테크기업이

Post-Cash, Post-Wallet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뱅크샐러드’ 출시배경과 주요서비스 설명

ㅇ (출시배경)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업종별로 분절된 금융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개인 자산관리 플랫폼 필요

ㅇ (주요서비스) 내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대출·

카드·보험을 추천하고 최적의 상품을 가입하는 ‘무료 PB 서비스’ 제공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 출시를 위하여 당면하였던

애로사항과 그 극복과정을 설명하고 기업의 미래모습을 제시

ㅇ (애로사항) 간편송금은 최초 서비스 출시 검토시(‘14년) 비즈니스 

모델 및 핀테크 기업의 국내자본 유치가 허용되지 않았음

ㅇ (극복과정)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의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유수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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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 한국의 핀테크 개요 및 정책동향 (조재박 삼정 KPMG 디지털본부 본부장)

ㅇ (개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협업사례 증가

     * 핀테크 기업 수: 76(’12년) → 303(’18년)
 

ㅇ (정책동향)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해 ①규제완화(샌드박스 등) ② 

Innovation Lab 설치 및 투자 확대 ➂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

    * 금융당국·금융기관・ICT 회사·스타트업 연계를 통한 핀테크 시너지 창출

☐ 한국 핀테크산업의 현황 및 전망 (김종현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ㅇ (현황) 한국 핀테크산업의 투자규모는 ‘16년 1,554억원으로 ‘14년 

87억원 대비 약 18배 증가

ㅇ (전망) 금융 규제완화 기조 등으로 간편결제·송금 등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분야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

☐ 해외 각국의 핀테크 도입현황과 협력 사례 (하윤정 월드뱅크 박사)

 ㅇ (현황) 월드뱅크에서는 국가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플랫폼 구축에 관한 논의

    * ➊채권발행 플랫폼, ➋주식시장 플랫폼, ➌파생상품 시장 플랫폼, ➍결제 시스템 
및 ➎정보 통합 플랫폼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

 

ㅇ (향후계획)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을 목표로 자본시장 혁신,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 및 위험관리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

☐ ‘금융서비스’ 정의의 변화 (Sopnendu Mohanty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실장)

ㅇ (현황)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으나, 금융에 

대한 기대와 사이버 위험, 규제 및 혁신 등은 변화

ㅇ (전망) 금융에 대한 포용성은 증가하고 공정한 데이터 공유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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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3(목) 16:00∼18: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발 표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조재박 삼정 KPMG 디지털본부 본부장)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발전방향 (김종현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해외 각국의 핀테크 도입현황 및 협력 사례 (하윤정  World Bank Treasury 

Department 박사)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 (Sopnendu Mohanty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실장)
◾발틱 국가들의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 (Kaarel Ots 나스닥 탈린 경영위원회 위원장)
◾베트남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 (Ngo Van Duc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시스템국 부국장)
◾스위스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 (Marc Rudolf 스위스 취리히 투자청 아시아 과장)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핀테크 (Kaarel Ots 나스닥 탈린 경영위원장)

ㅇ (에스토니아)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97년 ‘e-에스토니아’

정책을 수립 이후 전자기반의 다양한 제도*을 수립·시행 중

    * ‘05년 전자선거(i-voting), ’15년 e-영수증, ‘17년 오픈뱅킹 계좌 개설 등

ㅇ (라트비아) 개인금융, P2P금융, 지급결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디지털화 및 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

    * 리스크 관리방안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환경 조성 등

ㅇ (리투아니아) 핀테크 기업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며, 소규모 신생 
은행(Challenger Bank)에 대한‘Specialized lite bank licence’등을 허용

☐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정책 (Ngo Van Duc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시스템국 부국장) 

ㅇ (동향)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핀테크 기업들이 그림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에 애로

ㅇ (정책) 핀테크 조정위원회 설립(‘17.3월)하고 핀테크 주요과제를 설정
(‘18.5월)하여 규제샌드박스(‘19.6월), P2P 대출규제(‘19) 등을 추진

☐ 스위스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정책 (Marc Rudolf 스위스 취리히 투자청 아시아 과장)

ㅇ (동향) 핀테크 기업의 수는 ‘15년 162개에서 ‘18년 356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설립·사업변경·합병 등으로 약 130개의 기업 신설(‘18)

    * (분야별 기업 비중) 블록체인(34%), 투자관리(19%), 뱅킹인프라(16%), 예금 및 대출
(12%), 데이터분석(10%), 결제(10%)

ㅇ (정책) 은행업 허가 기준 완화와 샌드박스 정책 도입, 향후 암호화
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허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 

<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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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3(목) 13:00∼15: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참석자
◾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기관 200여명
  (VC,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등)

발 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에스비씨엔                   ◾에이젠글로벌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파운트
◾페이콕                       ◾피노텍
◾핀다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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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기업 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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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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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데이(기업 I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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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3(목) 15:30∼18: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상담관

참여

기업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에스비씨엔                   ◾에이젠글로벌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파운트

◾페이콕                       ◾피노텍

◾핀다                         ◾핀테크

투자사

【국내】

◾KB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스톤브릿지벤처스             ◾프리미어파트너스

◾DSC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해외】

◾Forence Group               ◾LeapFrog Investments

◾Shefa Capital 

5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참석한 국내외 투자사들은 10개의 핀테크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만남의 장을 가짐

ㅇ 투자데이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10개사)과 국내외 투자사(10개사) 간

1:1로 해외진출 등 관련 상담 진행(투자사별 3~4개 기업)

□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투자사들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후속 IR 기회 제공, 현지 파트너 발굴 등 협력 의사를 표명

<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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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 MOU 체결 】

□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금감원-딜로이트)

ㅇ 금감원은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Referral Mechanism)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ㅇ 딜로이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홍보·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 발표 주요내용 】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김유석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상무)

ㅇ ASEAN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기회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실행 계획**
(Action plan) 등을 제언

    * 리스크 인지 → 리스크 평가 측정 → 모니터링·보고 → 리스크 통제 및 경감

   ** 리스크 유형별(법률, 전략, 평판 등)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

ㅇ 진출단계(진출준비-진출전-진출후)별 리스크 관리, 본사-해외법인-

파트너사를 통할하는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

□ 베트남 핀테크 산업 IR (Vo Anh Trung 베트남 재무부 부국장)

ㅇ 많은 인구, 높은 모바일 기기 사용률 등 해외진출 국가로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장점을 설명하고,

ㅇ 핀테크 분야의 법제화, 세금 감면, 블록체인·빅데이터·AI 등에 

대한 연구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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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핀테크 산업 IR (Elvira Sojli 호주 NSW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ㅇ 핀테크 선도국가로서 호주의 핀테크 지원체계, 한국과의 핀테크 

연구 상호협력* 계획 등을 발표

    * 한국(Asia Pacific Fintech Group)과 호주(Australia-Korea Fintech Research Collaborative 

Group)의 핀테크 연구 단체간 지속적인 정보·연구결과 교류 등

□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IR 및 Go-Jek의 성공사례 (Andrew Lee 

인도네시아 Go-jek 국제부문 대표)

ㅇ 동남아시아 대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 Go-Jek의 성공사례를 중심

으로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을 소개

    * Go-jek은 ’10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배달, 공유, 예약, 

결제 등)으로서 50억달러(기업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신한퓨처스랩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ㅇ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과의 교류 프로그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의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소개

    * '16년 '신한베트남퓨처스랩' 출범, '17년 베트남 최대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와 전략적 협력 체결, '18년 한국-베트남 교류 프로그램 'Run 

Way to the World' 개시

【 질의 및 답변 】

□ 해외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국민편익 증대와 자국기업 수익

감소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에 해외기업이 진출할 경우 자국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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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23(목) 13:00∼15: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이벤트관

발 표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김유석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상무)

◾베트남 핀테크 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협력방안 (Vo Anh Trung 베트남 

재무부 부국장)

◾호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협력방안 (Elvira Sojli 호주 NSW 디지털

금융연구센터장)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협력방안 (Andrew Lee 인도네시아 

Go-jek 국제부문 대표)

◾핀테크 랩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 호주의 핀테크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급변

하는 환경 속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는지 질의

→ (호주 교수) 상품의 질(quality)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B2B와 B2C전략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질의

→ (Go-Jek) 인도네시아의 경우 생활환경 및 문화가 한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B2C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하지만 B2C를 모르고 B2B로 접근하는 것은 더욱 성공확률이 낮

으므로 현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답변

□ 퓨쳐스 랩이 사회공헌활동의 일종인지 아니면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 (신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시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

<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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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그테크 ․ 섭테크 쇼케이스 

【 MOU 체결 】

□ ｢레그테크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금감원-R3)

ㅇ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레그테크 연구를 위한
①데이터베이스 이용, ②글로벌 연구소 활용, ③프로젝트 개발 협업

등에 대한 MOU 체결

【 발표 주요내용 】

□ R3의 블록체인 플랫폼 소개 (R3)

ㅇ R3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레그테크 솔루션 활용사례를 발표

□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6개 전문기업)

ㅇ 자금세탁방지, 보험금 착오지급 점검, 이상거래 적출, 보안 점검

등의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6개 기업이 발표

기업명 분야 솔루션

㈜유니타스 자금세탁방지

▪ UNITAS CRI(Country Risk Index) Service

 - 마약, 테러, 제재 등과 관련된 34개 변수를 실시간 반영한 
‘국가위험지수(Country Risk Index)’ 산출

㈜닉컴퍼니
핀테크 전문

컴플라이언스

▪ NIC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위험지표화(스코어링)
하여 시각화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에임스
보험금

착오지급

점검

▪ 보험금 착오지급 점검업무 자동화 솔루션(Autodit)

 - 보험약관의 자동 알고리즘화 및 보험금 착오지급 자동
검출 

㈜옥타솔루션 자금세탁방지

▪ 업종별 특화 AML/RBA 솔루션 SaaS 서비스

 -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업종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제공

㈜코스콤
금융투자

컴플라이언스

▪ 상시모니터링서비스 시스템 KI-Guard

 - 금융투자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모니
터링하여 내부직원의 횡령･사기 등 이상거래를 적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점검

▪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스템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 자율진단, 금융보안 관련 
보고서의 자동 생성･리포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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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3(목) 16:00∼18: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이벤트관

발 표

【레그테크 솔루션 소개】

◾블록체인 기반 레그테크 솔루션 소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쇼케이스】

◾㈜유니타스                    ◾㈜닉컴퍼니

◾㈜에임스                      ◾㈜옥타솔루션

◾㈜코스콤                      ◾금융보안원

【 질의 및 답변 】

□ 유니타스와 글로벌 업체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질의

→ (유니타스) 현재 본사의 국가위험지수는 해외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글로벌 솔루션 업체에 본사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

으로 마케팅할 계획

□ 닉컴퍼니가 아직 실제 데이터로 프로그램 검증을 못한 상태인 경우,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 질의

→ (닉컴퍼니) 현재 NH은행의 핀테크센터에 입주한 상태로 NH의 데이터를

갖고 프로그램을 검증해 보았으며, 다른 은행들과 추가로 협의 추진

□ 에임스의 프로그램이 어려운 보험 약관을 읽는 데에 오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에임스) 약관이 대부분 정형화된 용어로 되어 있어 간단한 프로

그램으로도 약관을 읽는 것이 가능

□ 현재 레그테크에 옥타솔루션 AI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

→ (옥타솔루션) 현재 레그테크에 AI는 도입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

태로서 최종적으로는 AI 도입을 위해 노력

< 레그테크 · 섭테크 쇼케이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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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III. (5.24일) 세미나 및 행사 주요내용

【 발표 주요내용 】

☐ 샌드박스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경험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ㅇ (현황) 한국은 혁신촉진, 고용창출, 소비자편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며 시행초기임에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상당수 출현

    * 4.1일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26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

ㅇ (향후과제) 혁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및 규제당국의 규

제정비 프로세스가 샌드박스 제도의 성패를 결정

☐ 유럽지역 샌드박스 의의와 현황 (André Küüsvek EBRD 지역통화‧자본시장개발팀 국장)

ㅇ (현황) EBRD는 유럽의회, FCA, GFIN 등과 핀테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럽시장내 혁신을 촉진

ㅇ (향후과제) 혁신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규제 면제·축소, 새로운

규칙 도입, 소비자에게로의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향후 금융혁신의 진화로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

☐ 싱가포르 샌드박스 운영 사례 (KEN Chua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혁신국 과장)

ㅇ (현황)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의 혁신성, 출구전략, 위험

관리, 소비자편익, 서비스확장성, 테스트실시계획 등을 심사

ㅇ (향후과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시 기존 규제의 연기·유예,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샌드박스 경험 사례 (Ridzuan Aziz 말레이시아 핀테크산업협회장)

ㅇ (현황) 말레이시아는 2016년부터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테스트, 고객자산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등의 분야는 유예나 완화가 고려되지 않는 규제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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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0:00~12: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발 표

◾샌드박스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경험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센터장)

◾유럽지역 샌드박스 의의와 현황 (André Küüsvek EBRD 지역통화‧자본시장
개발팀 국장)

◾싱가포르 샌드박스 운영 사례 (KEN Chua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혁신국 과장)
◾말레이시아 샌드박스 경험 사례 (Ridzuan Aziz 말레이시아 핀테크산업협회장)
◾샌드박스 평가 및 정책제언 (Ivan Mortimer-Schutts World Bank 선임연구원)

토 론

◾(좌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허정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             ◾최대웅 레이니스트 이사
◾김우섭 피노텍 대표이사           ◾박형주 국민은행 부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총괄팀장 

ㅇ (향후과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축적, 플랫폼 
구축 등 혁신을 활성화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

☐ 샌드박스 평가 및 정책제언 (Ivan Mortimer-Schutts World Bank 선임연구원)

ㅇ (평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공존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기관
중심·행위중심 면허 및 규제, 규정중심·원칙중심 규제체계, 관련
기관간 협조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필요

ㅇ (정책제언) 샌드박스 운영시 보안 및 운영리스크, 과다부채 및 정보보호,

금융시스템 진입창구로 악용, 디지털 소외계층 등 부의 외부성을 고려

【 토론 주요내용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ㅇ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혁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규제당국과 신청기업간 러닝메이트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

ㅇ 핀테크 기업 등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

ㅇ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등 후속조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으로 금융보안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

ㅇ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샌드박스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 
감독당국간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

<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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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연중 상시적 운영 
➋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스몰라이센스 도입으로 진입규제 체계 개편
➌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확대
➍ 신시장 개척을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결제인프라 혁신, P2P 법제화
➎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➏디지털 금융 보안·보호 강화 
❼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2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금융혁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ㅇ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환경(Digital Highway)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혁신 6대+@ 지원전략*을 제시

    * 6대+@ 정책 추진 방향

ㅇ 특히, 개방형 금융생태계를 위해 데이터·결제 인프라를 개방하고 

확장성과 무차별성, 강력한 보안·인증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

☐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금융 (Natalie Nguyen 호주 Hyper Anna社 CEO)

ㅇ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은 높은 생산성과 이윤을 가져오지만,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가치있는 데이터 활용이 더 어려워짐 

ㅇ 특히,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데이터분석’이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하이퍼애나의 AI 기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설명

☐ 클라우딩 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미래 (석동한 코스콤 상무 &

                                                한상영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상무)

ㅇ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확대(’19.1월)

    *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비중요 정보→개인신용정보 이용 가능)하고, 클라우드 

안정성 기준 제시 및 감독·검사체계도 개편

ㅇ 네이버에서 개발중인 핀테크를 위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과 

네이버·코스콤에서 지원하는 핀테크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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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3:00~15: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발 표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금융혁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전과 금융 (Natalie Nguyen 호주 Hyper Anna社 CEO)

◾클라우딩 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미래 (석동한 코스콤 상무 &

                                      한상영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상무)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의 미래 (최지영 아이콘루프 공공사업담당 이사)

◾5G와 핀테크 (토마스 고 삼성전자 상무)

◾간편결제로 인한 금융의 BM혁신 (김지현 SK 경영경제연구소 상무)

☐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의 미래 (최지영 아이콘루프 공공사업담당 이사)

ㅇ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시티, 금융포용, 탈은행화 측면에서 연관

    * (스마트시티) 이동·건강·환경·공공서비스·생활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거래비용 절감

      (금융포용) 낮은 이율과 거래비용은 물론 투명성을 높여줌 

      (탈은행화) 안전한 데이터 금고, 어플리케이션 및 분석, 라이프 이벤트 매니저로서 역할

☐ 5G와 핀테크 (토마스 고 삼성전자 상무)

 

ㅇ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5G를 통한 서비스들 간의 연결로 

더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설명 

 

ㅇ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안 디바이스를 위해 노력중이며, 삼성페이는 

다양한 제휴사가 참여하는 개발 플랫폼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 간편결제로 인한 금융의 BM혁신 (김지현 SK 경영경제연구소 상무)

ㅇ 영세상인의 QR코드 활용 결제, 길거리 노점상의 모바일 결제는 

기존의 gate keeper들을 없애는 금융혁신
 

ㅇ 모바일 앱의 핵심기능은 간편결제이며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계속 진화

<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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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5:30∼16:3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이벤트관

참석자
▪19개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개의 핀테크 우수기업

3  아이디어 공모전 및 핀테크 어워즈

□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된 총 129개의 아이디어 중 19개 우수

아이디어 수상자 대한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ㅇ 금융위원장상(1) : 학생독립만세

ㅇ 혁신상(9) : 마이레드, 안녕하새우, 에스씨엠솔루션, 엠마우스,

위잉, 정재은, 팀 OTC, 학생독립만세, 허승일

ㅇ 도전상(10) : 관람차, 김성곤, 이광진, 이상민, 조신팀, 조현준,

진정수, 최혜윤, 플립, 핀테크기갑사단

▪혁신상 수상자 9명에게는 상금 1,000천만원이, 도전상 수상자 10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각각 지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우수 아이디어 수상자가 향후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지원
할 경우 우선 추천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프로그램 지원시 가산점 부여하는 특전을 제공

  *  해외진출, 법률, 특허 등 컨설팅 진행

□ 핀테크 산업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 우수 핀테크 

기업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ㅇ 혁신상(1) : 비바리퍼블리카   ㅇ 진흥상(1) : 레이니스트

ㅇ 성장상(8)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마인즈랩, 블로코, 빅밸류, 

에잇바이트,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페르소나시스템, 플라이하이

< 핀테크 어워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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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0:00∼12: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이벤트관

발 표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인사담당자, 멘토링 전문가】

▪(핀테크기업)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금융회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BC카드, VISA

▪(금융공기업) 금융결제원, 코스콤

4  채용설명회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등 12개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관련 설명회를 진행 총 300여명 참석

 ㅇ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과 은행, 투자회사 

등 금융회사가 참여해 관심을 유도

ㅇ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인사담당자가 자사의 인재상 및 채용계획,

조직문화 등을 홍보하고 “혁신과 디지털“, ”도전과 전문성”을 강조

< 주요 설명 내용 >

※ 뱅크샐러드 : “현재 1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50여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엔지니어, 디자인, 마케팅, 비즈니스 등 4개 직군

에서 25개 포지션을 채용 예정이라 밝힘

※ 비바리퍼블리카 : “업무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색다른 기업문화를 만들

어가고 있다”며 “자사는 자율과 책임, 스포츠팀 및 신뢰 문화가 

핵심”이라 설명

※ 카카오페이 : “회사의 모토 ‘일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를 제시하고 “슈퍼맨형 

인재보다 어벤저스와 같이 팀단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밝힘

< 채용설명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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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3:00∼18: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상담관

참여

기관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인사담당자, 멘토링 전문가】

▪(핀테크기업)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금융회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BC카드, VISA

▪(금융공기업) 금융결제원, 코스콤

5  멘토링

□ 채용설명회 이후 참가 기업이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였으며 약 150명이 참석

 ㅇ 각 기업별로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소속 기업의 업무 설명과 지원 시 

준비사항 등 전달

ㅇ IT위주로 채용할 것 같았던 핀테크 기업 취업시장에 마케팅, 상품·

서비스 기획 등 인문계열 취업 가능성 확인

□ 동 행사에 참여한 취업준비생과 업계 관계자 모두 긍정적 평가

ㅇ 구직자 입장에선 직무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확인하고, 기업 입장

에선 자사의 인재상을 홍보할 수 있었다는 의견

< 주요 Q&A >

① Q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A : 기업의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읽어보고 이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기술

② Q : 실무면접 준비방법

   A : 자기소개서 서술내용 위주로 답변 준비하고 직무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강조

③ Q : 실무지식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스펙)

   A : 직무와 관련된 이외의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

< 멘토링 개요 >



- 21 -

6  인슈어테크

【 발표 주요내용 】

☐ 한국형 인슈어테크 발전방안 (명기준 디레몬 대표)

ㅇ (현황) 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로 인슈어테크는 소비자 편의성·

보험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중이나 아직 새로운 파이창출에는 한계

ㅇ (정책제언)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간 협업이 필요하고 

소액단기보험사·특화보험사의 진입규제 완화 검토 필요

☐ 해외 인슈어테크 사례 (양경희 보험개발원 팀장)

 ㅇ (현황) 프랑스 AXA, 미국 Jumpstart, 손보재팬 등 블록체인, Iot, 

AI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국내 보험회사도 새로운 경영모델 창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 R&D 센터 설치를 통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제언) 국내 보험회사도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보험업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황) 보험소비자는 기존의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고 맞춤형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 확대

 ㅇ (정책제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대상 확대, 계약자의 질병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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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5:00~16:3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발 표

◾한국형 인슈어테크 발전방향 (명기준 디레몬 대표)

◾해외 인슈어테크 사례 (양경희 보험개발원 팀장)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좌장)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최용민 한화손해보험상무

◾하주식 금융위원회보험과장 

【 토론 주요내용 】

☐ 인슈어테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ㅇ 보험산업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므로, 해외사례 및 

통계 데이터 집적을 통해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간의 균형 중요

 ㅇ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위험률 조정,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 소비자 니즈 파악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보험회사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이 중요

 ㅇ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촘촘한 규제 체계로 인해 혁신적 

비즈니스 개발 발굴 어려우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이 필요

< 인슈어테크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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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시장과 핀테크

【 발표 주요내용 】

□ 자본시장과 핀테크 : 현재와 미래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전문위원)

ㅇ (현황) IT·금융 융합을 위한 정부업계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자본시장 
부문별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크라우드펀딩 도입,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제도·인프라 기반 마련

- 업계에서도 2016년부터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조직 및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중

    * 디지털혁신 전담본부 신설, 빅데이터 자회사 신설 등

ㅇ (전망) 향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및 로보
어드바이저 규제 완화, 오픈뱅킹 도입 등으로 소매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가속화될 전망

    * 자본시장의 디지털 플랫폼화, 빅데이터·AI에 기반한 투자정보 제공 등 활성화 예상

□ FIN이 바라보는 Tech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김남영 대표)

ㅇ (현황) 은행·증권사의 전유물이었던 뱅킹, 자산관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계가 붕괴

-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절차 단순화·효율화, 로보
어드바이저, AI·챗봇 등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 출시

ㅇ (정책제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협업 및 공조가 필요하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내부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

□ 핀테크가 가져올 자산운용업의 변화 (디셈버앤컴퍼니 정인영 대표)

ㅇ (현황) 핀테크 기술 발달에 따라 고객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편리한
금융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나 대면방식의 한계로 수요충족 곤란

ㅇ (정책제언) 핀테크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AI 활용, 플랫폼 기술을 
통해 고객의 실시간 반응에 대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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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24(금) 16:30~18:00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발 표

◾자본시장과 핀테크: 현재와 미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Fin이 바라보는 Tech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대표)

◾핀테크가 가져올 자산운용업의 변화: Live Service로의 접근 (정인영 디셈

버앤컴퍼니 대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손상현 SBCN 대표)

토 론

◾(좌장)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대표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

◾손상현 SBCN 대표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SBCN 손상현 대표)

ㅇ (현황) 인공지능은 투자정보의 유의미한 분석, 투자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고객·기업 채널 실시간 분석 등을 수행

ㅇ (사례소개) AI와 빅데이터가 로보어드바이저에 활용되는 투자 사례*

소개 및 미래 활용 가능성 제시

    * SBCN의 AI를 활용한 투자사례 설명

【 토론 주요내용 】

☐ 자본시장과 핀테크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ㅇ 새로운 시장과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체계의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 노력은 매우 긍정적 

    * 핀테크 부문의 경우 규제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오기 어려워 샌드박스 활용이 필요

ㅇ 향후 FIN과 Tech가 함께 공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정비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할 필요

< 자본시장과 핀테크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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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5.25일) 행사 주요내용

□ 시니어, 어린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ㅇ (실버 금융상담) 동 프로그램에는 사전등록자 8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쉽게 설명하고 1:1로 핀테크 체험*을 진행

    * KTX‧고속버스 예매하기, 삼성페이‧네이버페이 활용하기,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등

ㅇ (어린이 금융교육) 동 프로그램 역시 사전등록자 80명(부모와 자녀)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올바른 돈관리 및 소비 습관 설명

    * 올바른 용돈관리 방법, 보드게임을 활용한 용돈기입장 작성 등 

ㅇ (청장년층 금융교육)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재무 관리 및 금융 

생활에 관한 교육* 실시 

    * 재무설계의 중요성, 현재를 위한 소비, 변화하는 소비방법(모바일카드, QR결제, 

페이 등), 미래를 위한 소비(저축과 투자, 보험), 스마트한 금융생활하기(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신용관리, 금융어플,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하기)

□ 또한, 라이브 퀴즈쇼를 진행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핀테크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

ㅇ 온라인 퀴즈쇼(잼라이브*)와 연계하여 핀테크와 관련한 30개의 퀴즈쇼 

문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참가자와 함께 직접 퀴즈쇼를 진행

     * 잼라이브: 총 상금을 걸고 우승자에게 1/n의 상금이 주어지는 온라인 퀴즈쇼(매일 

약 10만명이 참여, 1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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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시 부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총 54개 전시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부스는 핀테크 체험관·핀테크 

주제관·금융 핀테크관으로 구분

ㅇ 전시 부스에서는 금융의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참가자

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ㅇ 54개 부스 중 지난 4월~5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

서비스를 시현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15개*에 해당

    * 레이니스트, 페이콕, 한국NFC, 마이뱅크, 디렉셔널, 페르소나시스템, 페이플, 

핀다, 핀테크, 코스콤, 팀윙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BC카드

☐ 핀테크 체험관(10개)과 핀테크 주제관(32개)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부스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홍보

ㅇ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기반의 인공지능 투자 서비스,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인증 솔루션, 대출 플랫폼,

ㅇ 금융회사의 영업형태를 알고리즘화하는 AI 데이터 처리 서비스,

중금리 대출을 위한 P2P 금융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현되었음

☐ 금융 핀테크관(12개)은 금융회사가 마련한 부스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와 접목하여 서비스 이용을 효율화

ㅇ Drive Thru 환전 서비스, 물픔 구매시 얼굴로 결제하는 서비스,

개인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플랫폼 등

ㅇ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신선한

서비스를 선보여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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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요

구분

[ 비즈니스 DAY ]
5.23(목), 1일차

[ 청춘 DAY ]
5.24(금), 2일차

[ 패밀리 DAY ]
5.25(토), 3일차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상시 

 < 부스 운영 >

 1. 핀테크 체험관 · 주제관
  ‧ 각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2. 금융핀테크관
  ‧ 금융회사의 신규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 체험행사 >

  ‧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 입체 사진관

10:00~11:00
 ① 개막식 및 기조연설 

(메인이벤트관)
⑨채용
설명회

⑫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
⑰어른을 

위한 
금융강의

⑲실버
금융상담

11:00~12:00
② 핀테크기업, 성공과 도전

(메인이벤트관)

12:00~13:00 Break Break Break

13:00~14:00 ③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④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
⑩아이디어 

공모전

⑬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⑯멘토링

⑱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⑳어린이 
금융교육  

14:00~15:00

15:00~16:00 Break
Break Break

⑭인슈어

테크
⑤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⑪핀테크

어워즈

경품추첨

16:00~17:00 ⑦레그테크
섭테크쇼
케이스

⑥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

⑮자본시장과 

핀테크17:00~18:00

18:00~19:00 정리 및 이동

-
⑧네트워킹 리셉션19:00~20:00

□ (일  시) ’19.5.23.(목)∼5.25.(토) 

□ (장  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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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체험관 (10개 전시관)

 핀테크 주제관 (30개 전시관)

참가기업 주요 내용

마이뱅크㈜ 각 개인별 최적의 대출조건을 추출해내는 글로벌 대출검색엔진 소개

빅밸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서비스 소개

엠로보 핀테크에 특화된 데이터 저널리즘 스타트업

인포소닉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한 근거리 데이터 전송 기술 소개

㈜13마일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결제 단말기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소개

㈜더페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비대면 O2O주문결제 직가맹 서비스 소개

참고2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전시부스 참가기업 주요내용 

참가기업 주요 내용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페이로 결제, 송금 환전 등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소개

에이젠글로벌
수천 개의 모델을 동시에 처리하는(Massive Multi-model) 금융 ‘AI Chip’ 
아바커스(ABACUS)를 통한 금융혁신 서비스 소개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소개

㈜ 레이니스트 뱅크샐러드 어플로 금융솔루션 제공 등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소개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

니자산운용
모바일 투자일임 서비스 Fint(핀트)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
오 기반의 인공지능 투자서비스 소개

주식회사 위닝아이
모바일용 비접촉 생체인식(손바닥, 지문)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및 바이오 전자서명 솔루션 소개

주식회사 페이콕 판매자용 모바일 간편 결제 솔루션 소개

㈜피노텍 모바일 기반의 대환대출 간편이동 플랫폼 소개

카카오페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투자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 소개

한국엔에프씨 NFC간편결제 및 온·오프라인 결제용 모바일 POS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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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펀딩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프롭테크 기반 P2P 금융 플랫폼 소개

㈜디렉셔녈 P2P 주식 대여 및 차입 서비스 지원하는 주식대차중개 플랫폼 소개

㈜머니랩스 브로콜리 앱을 통해 수입, 지출, 자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소개

㈜모바일퉁 모바일환전 및 소액송금 서비스 소개

㈜부자앱컴퍼니 AI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이용한 주식 포트폴리오 제공 서비스 소개

㈜스몰티켓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보험 및 리워드를 통한 위험관리 서비스 소개

㈜에임스 보험금 지급 적정성 감사 및 지급심사 시스템 점검(Audit) 서비스 소개

㈜씽크풀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핀테크 및 AI 로보투자비서 플랫폼 소개

㈜어니스트펀드 금융 사각지대를 혁신하는 기술기반 P2P 대체금융 플랫폼소개

㈜에스비씨엔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형태로 서비스 소개

㈜우디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소개

㈜집펀드 부동산 자산관리 AI부동산 '집비서 (KT 기가지니)' 및 담보대출심사 
데이터솔루션 소개

㈜페르소나시스템 인공지능 대화엔진 소개

㈜페이플 계좌이체 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정기결제 서비스 소개

㈜피플펀드컴퍼니 은행통합형 P2P 금융모델 소개

㈜핀다 데이터 기반의 개인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소개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서비스 소개

㈜핀툴 사모투자플랫폼 소개

코스콤(핀셋)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금융투자업계 IT 인프라 구축/운용 금융솔루션 소개

콰라소프트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 B2C 서비스 코쇼(KOSHO) 및 B2B2C 
서비스 왓이즈펀드(WhatisFund.ai) 소개

투비콘 머신러닝을 이용한 보험 언더라이팅 플렛폼 소개

팀윙크㈜ PFM 서비스 '알다' 앱으로 신용올리기,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등 무
료 금융 솔루션 소개

페이민트㈜ 스마트오더, 빌링메시지 등 지급결제 핀테크 서비스 소개

한국신용정보원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빅데이터 서비스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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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핀테크관 (12개 전시관)

금융핀테크관Ⅱ 주요 내용

교보생명 스마트보장분석, 평생튼튼라이프, 스마트보험금청구 서비스 체험

미래에셋대우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및 빅데이터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체험

BC카드 신규결제서비스 소개 및 체험(QR 결제 서비스)

VISA 비접촉결제 등 오픈뱅킹 관련 결제서비스 체험

삼성금융 삼성 금융과 함께 꿈꾸는 미래 체험(챗봇, 헬스앱 등)

한화금융

(한화투자증권) 투자정보 앱인 STEPS 체험
(한화생명) Dreamplus 소개, 보험월렛(고객서비스 플랫폼), Story in 

Bigdata(데이터 분석), Peolple Like You(보험가입 컨설팅) 등
(한화손해보험) 보장분석 PRO(보험 가입 분석 및 컨설팅) 체험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금융핀테크관Ⅰ 주요 내용

KB금융그룹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CLAYON(클레온)’, 종합 부동산 플랫폼 ‘Liiv ON(리브온)’ 

대화형 뱅킹 플랫폼 ‘Liiv Talk Talk(리브똑똑)’, 신개념 핀테크 카드 플랫폼 ‘Alpha(알파)’ 

IBK기업은행
IBK 핀테크 드림랩 소개, Digital Banking Zone(금융키오스크) 체험, 

i-ONE뱅크 및 IBK BOX 서비스 소개 

NH농협은행 NH핀테크 오픈 플랫폼 소개, NH올원뱅크 및 간편송금 서비스 체험 

신한금융그룹
(은행) A.I. 금융상담 Bot ‘오로라 시현’, (카드) 얼굴로 결제하는 신한 Face Day, 

(생명) AR 상품 안내장 및 건강증진형 치아보험 체험 

우리금융그룹

금융권 혁신서비스 “Drive Thru 환전” 소개, 고객 AI 체험관 “로보-

어드바이저, 위비 Bot”, 로봇은행원 “페퍼” 및 모바일 “WIBee 뱅크” 내 

Fintech 기업 마켓 플레이스 소개

KEB하나은행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KEB하나은행 금융서비스(GLN 서비스, 내손안의 

금융비서 하이(HAI)뱅킹 서비스, 환전지갑 서비스) 소개 및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