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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부업 대비

투자 자산별 비교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 중소기업과 투자자가 즐거운 투자 플랫폼

전자어음이란

중소기업과 투자자가 즐거운 90일!

#FINTECH  #핀테크    #P2P   #P2B

90days는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할인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금융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 및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현금 흐름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을 추진합니다.

● 전자어음은 금융 결제원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수단입니다.

● 발급에서 최종 지급까지 모든 거래는 금융 결제원과 한국 은행 연합회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완료됩니다.

전자어음 시장 현황 - 520조원(연평균 성장률 : 135%)

전자어음의 특징
● 국내 전 은행사(17 개 상업 은행 모두)가 취급하는 매출 채권입니다.

● 위조 채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합니다.

● 본질적으로 은행 시스템과 연계되어 만기 지급 실패 시 기업의 

당좌거래 정지로 직접 연결됩니다.

   : 부실율이 0.2 % (2017 년, 한국 은행)로 매우 낮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관련 기업 모두가 연대 보증을 하게 됩니다. 수취사 또는 배서받은 

소지사가 존재해도 여전히 발행사에게 채무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
● 전자어음은 평균 만기일이 90일로 다른 투자상품 대비 상환일이 

비교적 짧습니다.

● 현재 국내에는 5천억원 이상의 지급 대금이 전자어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 기존 어음할인은 은행 및 사채시장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중 

은행권은 5천억원의 할인 수요 중 5%만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 사채시장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어음에 대해서도 최대 연 27.9 % 

까지 할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8.12%

11.1%

12.68%

16.76%

23.08%

27.90%

B 등급 C 등급A 등급

중소기업 전자어음은 낮은 부실율과 짧은 상환 기간에도 불구하고 

금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활용 환경이 취약한 편입니다.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함으로써 공동 금융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90days에게 전자어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90days는 

과소평가 된 중소기업 부유 자산에 주목하여 중소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등급별 할인율 비교



비즈니스 구조

왜 90days
일까요?

Current Partnership

90days와
함께 하시죠!

Contact details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90days는 투자자가 중소기업에게 전자어음으로 투자에 대한 빠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기존 할인 시장의 이자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율을 제공합니다.

● 자체 전자어음 평가 시스템 보유

  : 국내 최고의 기업정보 제공 업체인 나이스 평가정보와 공동으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국내 최초로 전자어음 평가시스템을 개발, 보유한 기업입니다.

● 국내 최정상급 금융사업자들과 연계 및 제휴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 신한은행 / 라임자산운용 / 더존 / 스타뱅크

● 기관 투자 모집 - 대체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함께 합니다.

● 자본 투자 모집 - 벤처캐피탈, 자본 투자 기업들과 함께 합니다.

● 전략적 제휴 모집 - 국내외 각종 비즈니스에 함께 합니다.

신인근 - CSO 

Phone : 010-9917-2267

E-mail : 79@kross.kr

곽기웅 - CEO 

Phone : 010-4164-4164

E-mail : 38@kross.kr

KOSCOM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설립한 금융 IT 솔루션 기업
90days의 공동 설립자이자 IT 솔루션 제공 업체.

STARBANK
금융결제원의 공식 전자어음 솔루션 사업자.
90days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자어음 솔루션 제공업체.

SHINHAN BANK
대한민국 최초의 선도 은행 (1897 년 설립).
신한은행 신탁 서비스로 투자자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DOUZONE
No.1 ERP 솔루션 제공 기업.
ERP 솔루션 및 90days 정보 연계 사업자

Lime asset management
국내 최정상급 자산 관리 기업.
전자어음 기초 자산의 유동화 담당.

NICE Information Service Co.
국내 1위 기업 평가 정보 제공 기업.
전자어음 평가 시스템 개발 협력 및 지속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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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전자어음 발행사중소기업,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