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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3(목) ~ 5.25(토)

• 장  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 주  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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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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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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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펀딩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프롭테크 기반 P2P 금융 플랫폼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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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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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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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