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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감독국

피노텍
박종갑 팀장

(010-2050-6132)

유영준 과  장 02-2100-2950 김병칠 부국장 02-3145-8022

강련호 사무관 02-2100-2986 황재진 선임 02-3145-8025

1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피노텍)

□ (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이 대환대출시, 대출은행이 해지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상환·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업무절차) 고객이 대출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시, ①대출은행은 대환

대출 플랫폼을 통해 해지은행의 상환대출금을 조회하고, ②대출 

실행일에 가상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직접 상환  

□ (위탁업무 / 위탁 금융회사) ①기존 대출상환금 조회·상환업무, ②대출

상환완료 통지 / 부산은행, 수협은행

□ (업무대상) 담보·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금융기관별 최대 500명)

□ (기대효과) 고객의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대출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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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디에스솔루션즈)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감독국

디에스
솔루션즈

강성현 상무
(010-5345-1220)

유영준 과  장 02-2100-2950 김병칠 부국장 02-3145-8022

강련호 사무관 02-2100-2986 황재진 선임 02-3145-8025

□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인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률 등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

ㅇ (업무절차) 고객이 은행에 대출신청시, ①디에스솔루션즈가 해당 고객의

비금융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대출심사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송

하고, ②금융기관은 해당 정보와 금융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대출을

심사한 후 소상공인에게 대출 실행 

□ (위탁업무 / 위탁 금융회사) 온라인마켓 판매자에 대한 대출심사 

업무 / 국민은행

  

□ (업무대상) 국내 온라인 마켓에 상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등록자

□ (기대효과) 금융정보를 기반으로하는 신용평가로는 기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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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어니스트펀드)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어니스트펀드
배현욱 전략실장
(02-565-8856)

홍성기 과  장 02-2100-2990 이호진 팀장 02-3145-7447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박병진 선임 02-3145-7568

□ (서비스 주요내용) 소상공인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

ㅇ (업무절차) 고객이 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시, ①플랫폼이 비금융데이터를 수집·분석 후 재고자산 평가

결과 및 대출한도 등을 금융기관에 전송, ②금융기관은 내부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결과를 통보, ③차주는 플랫폼이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담보물을 물류 위탁, ④금융기관은 차주에게 대출 실행

□ (위탁업무 / 위탁 금융회사) 재고자산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업무 / 신한카드

□ (업무대상) 국내 소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기대효과) 소상공인 등이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의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재고관리 및 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