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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핀테크 상담현황 

가. 사업영역별 현황

구분 모바일
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

플랫폼

P2P/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
관리 보안인증 기타 소계

건수 1 3 9 1 2 1 3 20

 나. 방문업체 현황*

  □ 모바일결제업체(1개사) 

   - 레이지앤트

  □ 외화송금(3개사)

   - CEC(주), 옴니뱅크, 코인베스트

  □ 금융플랫폼(9개사) 

   - 세나테크놀러지, 카드마스터, 이노가드, 에그트리, 위드불, 피플비, 씰렛주식회사, 

     마이에너, 온아이티시스템

  □ P2P/크라우드펀딩(1개사)

  - 랑파트너스

  □ 개인자산관리(2개사)

   - 아이머니, 제타랩

  □ 보안인증(1개사)

   - 옥타코(주)

  □ 기타(3개사)

   - 에프엔지오, ㈜한국기술통신, 어담코

   * 방문업체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다. 방문목적별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사업성
검토

금융회
사

연계

보안성
검토 인허가 창업자

금지원

핀테크
오픈플
랫폼

법률해
석

특허
문의 기타 소계**

건수 10 7 0 1 4 10 2 0 0 34

* 상담분야 요청건수는 복수 선택사항으로 전체 건수 보다 많음

2. 핀테크 월별 상담현황
(단위 : 건수)

* 핀테크지원센터는 2015년 3. 31일 개소함

3. 핀테크 사업영역별 현황(전체)

(2017. 1월말 기준)

구 분 모바일
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

플랫폼

P2P/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
관리 보안인증 기타 소계

2015년 76 18 44 46 26 47 19 276

2016년 30 20 61 43 33 26 10 223

2017년

1월 1 3 9 1 2 1 3 20

2월

소계 1 3 9 1 2 1 3 20

합계 107 41 114 90 61 74 32 519

비율 21% 8% 22% 17% 12% 14% 6% 1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15년 - - 3 36 29 37 35 32 31 32 20 21 276

2016년 21 15 17 12 17 12 16 13 23 30 32 15 223

2017년 20 20



4. 핀테크지원센터 방문목적별 현황(전체)

 가. 월별 현황

(2017. 1월말 기준)

* 상담분야 요청건수는 복수 선택사항으로 전체 건수 보다 많음

나. 사업분야별 현황

(2017. 1월말 기준)

구분 사업성
검토

금융회
사연계

보안성
검토 인허가 창업자

금지원

핀테크
오픈플
랫폼

법률
해석

특허
문의 기타 소계

2015년 110 149 19 8 16 8 50 7 16 383

2016년 110 114 17 17 9 77 23 17 8 392

2017년

1월 10 7 0 1 4 10 2 0 0 34

2월

소계 10 7 0 1 4 10 2 0 0 34

계 230 270 36 26 29 95 75 24 24 809

구 분 사업성
검토

금융회
사연계
방안

보안성
검토 인허가 창업자

금지원

핀테크 
오픈플
랫폼

법률해
석

특허문
의 기타 소계

모바일지급결제 47 65 5 8 6 11 7 2 7 158

외화송금 23 20 2 2 0 5 17 3 2 74

금융플랫폼 54 53 4 8 4 31 12 7 1 174

P2P/크라우드펀딩 41 36 7 3 5 18 32 2 4 148

개인자산관리 30 28 1 0 4 23 4 5 0 95

보안인증 23 58 17 2 3 2 2 4 3 114

기타 12 10 　 3 7 5 1 1 7 46

계 230 270 36 26 29 95 75 24 24 809



[첨부 1] 상담업체별 사업내용

연번 업체명 사 업 내 용

1 아이머니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 관리하고 간편결제 및 목표금액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 세나테크놀로지
O2O중개플랫폼을 통해  기업고객과 퀵기사를 1:1로 매칭해주고 배송운임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3 랑파트너스
주식회사

P2P금융상품 목록의  조회와 상세정보 열람 및 계정관리, 만기시 원금과 
이자 수령서비스

4 에프엔지오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대체  데이터를 사업자들에게 제공

5 ㈜한국기술통신 인터넷 전화전문기업의 mVoIP 시스템 구축 및  통신서비스

6 CEC㈜ 중동 게스트하우스 중개  관련 결제자금 해외송금 서비스

7 ㈜제타랩 자동장부 및 세무기장  처리서비스

8 카드마스터 신용, 체크카드 비교  서비스

9 ㈜어담코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관련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 서비스

10 ㈜이노가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금관리 및 입주민 대상 관리비 납부 서비스

11 에그트리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잔돈을 사용자의 계정
에 적립하고 사용 운용하는 서비스

12 위드불(개인) 머신런닝을 이용한 주식형 펀드 변경 시점 공지 서비스

13 피플비(핀테코) 카드 대출 한도조건 역경매를 통한 카드 대출

14 옴니뱅크 한국형 웨스턴유니언을 지향하는 해외간편송금 서비스

15 씰렛 주식회사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중이며 블록체인기반의 일반송금과 IoT결제 위주의 
서비스를 연구개발함

16 (주)코인베스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온라인  해외송금

17 옥타코㈜
멀티인증서비스용 모바일 및  PC용 홍채 동글 디바이스를 통한 홍채인증 
서비스

18 마이애너 재한 외국인 대상  소셜마켓, 해외송금, P2P보험 서비스

19 온아이티시스템 중소기업 전용 ERP  솔루션에 회계관리시스템 연계 서비스 

20 ㈜레이지앤트 모임회비 송금 및 회비관리  시스템



[첨부 2] 핀테크지원센터 MOU현황

(2017. 1월 말 기준)

구분 기관명 개수

국내

은행
KB국민, IBK기업,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우정사업본부,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10개사

카드 BC, KB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 5개사

증권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종금증권

12개사

보험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DB생명

11개사

협회/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손보협회, 생보협회, 신용정보협회, KOSCOM, 

KSD한국예탁결제원, KRX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K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3개사

기타
KOTRA, 법무법인태평양,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 
4개사

해외

Stone&Chalk(호주)

French Tech Hub Seoul(프랑스)

핀테크컨소시엄(싱가포르)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 

Level39(영국)

MAS(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

500 Start Up(미국)

Silicon vally Forum(미국)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중국, 2016. 12월)

9개사

계 64개사



[첨부 3]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현황

(2017. 1월 말 기준)

연번 업체명 사업내용 멘토링시기 멘토기관

1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델 개소식 하나은행

2 더치트 금융사기예방 시스템 개소식 우리은행

3 이리언스 홍체인식 보안솔루션 1차 데모데이 기업은행

4 C2모바일 주유소 복합결제 솔루션 1차 데모데이 KB국민카드

5 KTB솔루션 싸인인증(스마트싸인) 보안솔루션 1차 데모데이 기업은행

6 위즈도메인 특허가치 평가 솔루션
규제개혁장관

회의
현대증권

7 파이브지티 안면인식 보안솔루션 2차 데모데이 하나은행

8 이 포 스 텍 코
리아 클라우드 POS를 통한 배달대행 솔루션 2차 데모데이 삼성카드

9 인비즈넷 ARS 기반 결제솔루션(링투페이) 2차 데모데이 KB국민카드

10 아 이 비 솔 루
션스㈜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결제, 컨텐츠, 로열티 서

비스
3차 데모데이 신한카드

11 모비틀 지역 소상공인 모바일 광고 및  결제플랫폼 3차 데모데이 KB국민은행

12 TA네트웍스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따른 M-PAC 대면인증

서비스
3차 데모데이 KB국민은행

13 SR커머스
수취계좌 필요없이 ATM에서 출금할수 있는 간

편송금 솔루션
3차 데모데이 삼성카드

14 머니택 은행계좌 필요없는 간편 소액 외화송금  솔루션 1박2일행사 NH농협은행

15 스트리미 블록체인 기반의 외화송금 플랫폼 1박2일행사 신한은행

16 한국NFC 신용카드 NFC 기반 본인인증 솔루션 4차 데모데이 BC카드

17 메이크스타 한류스타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4차 데모데이 신한은행

18 인터페이
스마트폰 CPU의 TrustZone을  활용한 보안

플랫폼
4차 데모데이

우리은행

신한카드

19 핑거
고객이 이상 금융거래를 설정하고 이상거래 발생시 

푸시/SMS를 제공하는개인맞춤형 FDS솔루션
5차 데모데이

기업은행

BC카드

20 페이게이트
블록체인 기반 SeyPert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장부 금융원장 관리 시스템
5차 데모데이 하나은행



연번 업체명 사업내용 멘토링시기 멘토기관

21 원투씨엠 스마트폰 Echoss Stamp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 5차 데모데이 하나은행

22 AIM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5차 데모데이 NH투자증권

23
엔 에 스 비 욘

드 
Trusted Pass 기술을 이용하여  인증 정보 탈취
를 차단하는 인증 솔루션

6차 데모데이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24 파워보이스 FIDO 생체인증 관련 화자 인증 기술 6차 데모데이
신한은행
BC카드
신한금융투자

25 피노텍
행위(자필 서명)기반의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인
증 솔루션

6차 데모데이 교보생명

26 시큐센 생체정보 기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서비스 5차 데모데이 삼성생명

27 핀다 금융상품 추천 플랜폼 7차 데모데이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28 브릴리언츠 패스워드 보안 강화 알고리즘 7차 데모데이
코리아에셋증
권

29 센스톤 로봇트레이딩 마켓 플랫폼 7차 데모데이 KEB하나은행

30 아이지넷 O2O 보험중개 플랫폼 7차 데모데이 한화생명

31 팝페이 판페이(앱카드)와 연계한 오프라인 결제  활용 9차 데모데이 신한카드

32 에버스핀
APP(Mobile  Client) 실행 시 마다 시간제약이 
있는 보안모듈 할당
(보안모듈할당될때마다전혀다른소스코드로구성)

9차 데모데이 IBK기업은행

33 중고나라
메신저플랫폼 챗봇을 결합한 개인간 거래  중계 
서비스

10차 데모데이
신한은행
삼성카드
KDB대우증권

34
한국신용

데이터
중소사업자 대출에 특화된 비대면 리스크  평가 
솔루션

10차 데모데이 우리은행

35 안포소닉
비가청 음파신호를 이용한 2채널 모바일 지갑서
비스

11차 데모데이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36 지앤넷 비대면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11차 데모데이
KEB하나은행
BC카드

37 FM소프트
증권사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로보어드
바이저를 쉽게 만들수 있는 증권통합API서비스

12차 데모데이
대구은행
한화생명

38 두리
동일한 위험에 대해 그룹핑을 하고, 일정수 이상
의 멤버가 모이면 보험사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14차 데모데이 KB손해보험

39
아 이 비 솔 루

션즈
모바일 디비아스 기반 블루투스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

14차 데모데이 IBK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