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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은..

딜로이트 “2016 아태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술기업” 선정

피노텍 전체 51위, 핀테크 분야 아시아 1위
최근 3년간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술·미디어·통신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2016 아·태 고속성장 500대 주요 기술기업 순위>

금융의 새로운 경험을 Design하는

FinTech Changer

F i n a n c e  +  I n n o v a t i o n +  Te c h n o l o g y  

순위 기업명 국가 산업군 성장률

1 청두 워라이라 중국 Software 25,239%

2 푸후이 파이낸스 중국 Software 14,047%

3 바이트 댄스 중국 Media 13,085%

4 샵고 오스트레일리아 Media 12,469%

5 프로퍼티 익스체인지 오스트레일리아 Software 7,116%

51 피노텍 힌국 Software 978%

80 유니테스트 한국 Hardware 653%

81 컴투스 한국 Software 639%

82 우리이티아이 한국 Hardware 633%

107 잇츠스킨 한국 Clean Technology 491%

117 재넥신 한국 Life Sciences 465%

120 녹십자셀 한국 Life Sciences 450%

129 웹젠 한국 Software 415%

138 바이오씨앤디 한국 Life Sciences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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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회사 현황

기업명 주식회사 피노텍 대표이사 김우섭, 유용환(각자 대표이사)

소재지
FID :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9길 1 3F
SID : 서울 강남구 논현로 28길 47 4F

대표 전화
FID : 02-522-3558(FAX:02-522-3559)
SID : 070-7931-4021(FAX:02-529-4028)

설립일 2008년 11월 자본금 46.4억 원(4,643,242,000원)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감사

기술연구소

대표이사(CEO)

회계팀 총무팀
사업

기획팀
영업1팀

고객
지원팀

프로젝트팀
금융

사업팀
개발

운영팀

전략사업본부 정보보호 담당경영지원본부 글로벌마케팅본부 영업전략본부 개발본부

자금팀
법무

운영팀
영업2팀

유지
보수팀

디자인팀

경영/관리 기획 영업/마케팅 연구개발 총계

11 4 18 4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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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金禹鑷
Kim Woo Sup

대표이사(CEO)

2014년 ~ 현재 ㈜피노텍 대표이사(CEO)

2008년 ~ 2014년 ㈜피노텍(舊 엘스트로) 감사

2007년 ~ 2008년 ㈜드림텍 경영기획실장 상무이사(겸직)

2002년 ~ 2007년 ㈜WBCMM/㈜코코젠 부사장

2000년 ~ 2002년 ㈜이트론(舊 네오엠텔) 기획지원팀장

1994년 ~ 2000년 삼성계열 법무/재무 업무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 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뉴욕주립대 송도 캠퍼스 겸임교수

정부 3.0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글로벌핀테크연구소(G.Fin) 운영위원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 경력

1991년 ~ 1994년 중앙대학교 국제경영학 전공 석사

1985년 ~ 1989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학력

1989년 ~ 1994년 예비역 장교(ROTC 27기)/ 병역 사항

ㅣ주요 경영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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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요 경영진 소개

유용환 兪龍煥
Yoo Young Hwan

대표이사(CTO/연구소장)

~ 2007년 IMI국제경영원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95년 ~ 1997년 숭실대학교 정보경영전공 석사

1980년 ~ 1984년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학력

1999년 금융 신지식인 선정(제2의 건국위원회)

다산금융상 금상 수상(재정경제부장관상)

/ 포상·서훈

2016년 ~ 현재 ㈜피노텍 대표이사(CTO/연구소장)

2013년 ~ 2015년 펀드온라인코리아 사외이사

2011년 ~ 2013년 KTB투자증권 IT본부장(전무)

2008년 ~ 201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증권 Head of IT(상무)

2007년 ~ 2008년 우리투자증권 신시스템구축센터장(상무대우)

2005년 ~ 2007년 대우증권 IT 센터장(상무보)

1986년 ~ 2004년 대우증권 IT & 온라인 비즈니스

/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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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요 연혁
2008 ~ 2013년 2014년 ~ 2015년 2016년 ~ 2017년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교보생명, 미드레이트, 

탱커펀드, 펀디드, 소딧,  투게더, 집펀드, 십시일반, 클릭펀드,

줌펀드, BF365, 올리소셜펀딩,  스마트펀딩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우정사업본부, K뱅크,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알리안츠생명, 유안타증권

핀테크

K-ICT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

한국경제 ‘핀테크대상’ 대상 수상(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

독일 Fintech Group ‘합작회사(Finotek Europe) 설립’

Anthemis, Trulioo, WebID와 업무 제휴 협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사 취임

부산은행 ‘BNK 핀테크발전협의회’ 산업계 대표 선정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신한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담보대출

하나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현대캐피탈, 

교보생명, NH캐피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신한저축은행, 한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SI 

우리은행 법무관리 시스템

법무부 시험위원후보자 등록시스템

대법원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 참여

대검찰청 검사통계 시스템

하나은행 원클릭 모기지론 설계 자문

㈜엘스트로 설립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

㈜피노텍으로 사명 변경 및 자회사 ㈜아이스트로 합병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키움저축은행, 테라핀테크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중개 서비스 공급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상장

자회사 ㈜아이스트로 설립

SI 

우리은행 차세대 포털 시스템

넷마블, 파르나스호텔, GS칼텍스 법무관리 시스템

핀테크

씨티그룹 ‘씨티 모바일 챌린지(CMC)’ 수상

글로벌핀테크연구원과 업무 제휴 협약

코스콤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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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등록 특허 출원 해외 PCT 출원 중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 출원 상표 등록 프로그램 등록

9 11 5 - 2 2 1

SNS 기반 대출 시스템법인등기 시스템모바일 담보대출 시스템 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전자서명 시스템 타행대환 시스템 모바일 전자서명 시스템전자등기 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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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업 영역

모바일기반인증, 금융서비스플랫폼제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음성 블록체인

자필 서명인증신분증 진위확인 전자문서 전자등기 영상통화로보금융카운슬링

맥락 인증 및 데이터 비즈니스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자필서명인증+ 전자문서솔루션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회사 소개서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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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비대면 실명확인 솔루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 검증 및 개인 정보 보호처리

동영상 촬영 이미지 데이터 추출

위변조 여부 체크(홀로그램 인식)

언제, 어디서나지점방문없이실명확인가능

영상 통화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지원

저용량 고화질 영상 전송

사용자 인증부터 원격 연결까지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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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솔루션

전자문서
모바일 전자문서

생성, 유통 및 보관

다양한 디바이스 및 웹 브라우저 지원

간편한 양식 생성

문서의 위변조, 훼손여부 다중 검증

자필 서명인증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인증

Machine Learning 모델링 적용(개인화)

병렬처리기법 적용(실용신안 출원)

다양한 인증 정보 결합 가능(생체, 맥락)

자필서명인증과 전자문서의결합으로페이퍼리스환경제공및위변조방지, 부인방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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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솔루션 - 적용 예시(1/2)

문서 확인 자필 전자서명 서명 및 인증정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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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문서 확인 서명 진위여부 확인(부인 방지) 서명 정보 확인

ㅣ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솔루션 - 적용 예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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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제1회 한경 핀테크대상 “종합 대상” 수상)

자연어 처리
(다국어 지원)

머신러닝 빅데이터

맥락정보기반금융인공지능채팅솔루션

톡뱅(금융봇)

금융거래 서비스

코어뱅킹 연계

피노봇(상담봇)

상담 및 마케팅 서비스

CRM연계

맥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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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맥락 정보를 통한 맞춤 UI 제공 자필 전자서명빅데이터 분석 이체 내역 확인(불법 이체 방지)

ㅣ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 적용 예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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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완료 전자통장 확인

ㅣ로보금융카운슬링 솔루션 - 적용 예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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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지점에가지않고도담보대출을쉽고빠르게제공

대출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은행 지점

방문
관할 구청

방문
등기소
방문

세금 납부 등기 접수 대출 완료

78%

비용 절감

30분 내

완료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대출 신청 대출 완료
전자문서 생성 전자등기자필 서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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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씨티 모바일 챌린지’ 한국 예선
(서울, 2015년 10월 14일)

◀ ‘2015 씨티 모바일 챌린지’ Asia Pacific 수상
(홍콩, 2015년 11월 12일)

ㅣ2015 씨티 모바일 챌린지(Citi Mobile Challenge)

ㅣ 2015 씨티 모바일 챌린지 APAC 참가 규모는 376개 도시에서 1900여 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어 방갈로르, 싱가포르, 시드니, 홍콩에서 결선 진행
(15개국 72개 팀 결선 진출, 총 15팀 수상)

ㅣ피노텍은 2015년 10월 14일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씨티 모바일 챌린지 예선전 통과하여 홍콩 결선 진출(12개 팀 발표, 3개 팀 선정)

ㅣ피노텍은 2015년 11월 12일 씨티 모바일 챌린지 APAC 홍콩 결선에서 Best Mobile mortgage Solution상 수상

ㅣ수상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피노텍은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

대출 신청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 자필 서명인증 + 전자문서 비대면 담보대출

대출 완료

로보금융카운슬링



회사 소개서

글로벌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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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 글로벌 시장 진출 - 독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

유럽 지역 ASP 서비스 제공
(금융 및 인증 서비스)

피노텍

핀테크 플랫폼 기업

2016년 08월 설립 완료
영업 및 마케팅

독일 거래소 상장 핀테크기업
자회사 : 은행, 증권사, 금융IT기업 등 6개

250여개 금융기관 및 30여만명 고객 서비스

핀테크그룹

FinTech Group 주요 고객사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금융거래 + 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 로보금융 카운슬링)

지분 51%

기술 공급

지분 49%

로열티(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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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 글로벌 시장 진출 - 포르투갈 및 남미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

포르투갈 및 관련 국가
(브라질, 모잠비크, 앙골라 등)에 수출

주요 협력사

Portuguesa

주요 고객사

핀투갈

피노텍 유상증자 참여(2016년 08월)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금융거래 + 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 로보금융 카운슬링)

영업 및 마케팅

피노텍

핀테크 플랫폼 기업

로열티(10%)

기술 공급 피노텍 글로벌

100% 자회사기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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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 글로벌 시장 진출 - 북미

글로벌 본인인증 및 데이터 서비스(비대면 금융거래 + 신용정보 데이터)

피노텍

핀테크 플랫폼 기업글로벌 본인인증 전문기업
전세계 60여개국 40억명 서비스

Trulioo 주요 고객사

트룰리오
외국인 고객

본인인증
한국 및 동남아 고객

본인인증서비스 독점 계약
Data 이용 수수료

글로벌 본인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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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 글로벌 시장 진출 - 베트남

피노텍
사업 협력

KOSA

ITUS · ACI 협동조합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

베트남 지역 ASP 서비스 제공
(금융 및 인증 서비스)

합작회사 설립 예정

베트남 진출 기업

지원

기술 공급

영업 및 마케팅

카드 결제망

정부 차원에서 출생 등록할 때 향후 금융거래 시

사용 가능한 번호를 부여하여

모바일 기반 금융 거래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

기술 공급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은행연합회

사업 협력

IDpay(가칭)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금융거래 + 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 로보금융 카운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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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노텍 글로벌 시장 진출 - 미얀마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

미얀마 지역 ASP 서비스 제공
(금융 및 인증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미얀마 주요 금융사

합작회사 설립 예정

투그룹

피노텍

핀테크 플랫폼 기업

기술 공급

미얀마빌리언그룹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금융거래 + 자필 서명인증 및 전자문서 + 로보금융 카운슬링)



회사 소개서

[별첨]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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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외 활동

[핀테크] Anthemis 피노텍 MOU 체결
(2016.07.22)

[핀테크] ‘제1회 한경핀테크대상’
대상(금융위원장상) 수상(2016.09.29)

[핀테크] Trulioo와 본인 인증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2016.10.26)

[핀테크] Fintech Group JV(독일 및 한국)
설립 계약 체결(2016.06.02)

[핀테크] 한국핀테크산업협회(부회장사)
창립총회(2016.04.25)

[핀테크] 한국거래소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주요 핀테크 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2016.02.24)

다양한수상경력과왕성한대외활동을통한회사인지도향상

[핀테크] ‘제11회 K-ICT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2016.12.13)



28 ㅣ 30회사 소개서

[비대면 실명확인 – 자필 서명인증] 
독일 WebID와 업무협약(2016.01.15)

[핀테크] Koscom과 핀테크 플랫폼 업무협약
(2015.11.23)

ㅣ대외 활동

[비대면 담보대출] ㈜테라핀테크와 비대면
담보대출 플랫폼 업무협약(2015.10.23)

[핀테크] BNK핀테크 발전 협의회 출범식
협의회 의원 위촉(2016. 02.19)

다양한수상경력과왕성한대외활동을통한회사인지도향상

[후순위 담보대출] ‘2015 IBK 핀테크 드림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2015.06.11)

[모바일 담보대출] ‘2015 씨티 모바일 챌린지’
Asia Pacific 수상(2015.11.12)

[자필 서명인증] ‘2015 넥스트 뱅크 ff16 대회’
최우수상 수상(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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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외 활동

[핀테크] 한-UAE S/W 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2015.12.13)

[비대면 실명확인] 2016 부산-프랑크푸르트 핀테크 포럼
(2016.01.15)

[스마트캐시] 2015 인사이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15.12.11)

[핀테크] ‘FINANCIAL CRIME 360’
(2015.11.24)

[핀테크]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
핀테크 세미나 초청 기업(2015.10.02)

[자필 서명인증]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2015.11.23)

[대환대출] 국회 핀테크 특별 위원회
핀테크 기업 탐방(2016.01.21)

다양한수상경력과왕성한대외활동을통한회사인지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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