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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Seoul Fintech Lab

서울시가 조성한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의 요람

2018년 서울시가 조성하고 설립한 서울핀테크랩은 2019년 10월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의도에 통합 개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00개 기업이 입주한 국
내 최대의 핀테크 전문공간입니다. 

핀테크 산업 발전과 성장 유도를 목표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허브로서, 금융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활발한 네트워킹과 투자유치 지
원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seoulfintech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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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
융

01
P2P 금융
모우다
8퍼센트
위드펀드
인터오리진아이엔씨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자자와 대출자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공간이다. 

대출자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제공한다.

효율적이고 믿음직한 금융, 모우다가 꿈꾸는 미래다.

기업명

모우다

설립연도

2016.06.09

대표

전지선

웹사이트

https://mouda.kr

이메일

hello@mouda.kr

의료사업 부문에 특화된 P2P금융플랫폼



8 9

서비스 소개서비스 소개

P2P금
융

대한민국 1호 중금리 전문 핀테크 기업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대출 채권, 금융거래 등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금융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이 평가하

지 못하는 중신용 등급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축적하며 중금리 영역을 

개척해왔다. 

8퍼센트의 대표 서비스인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지난 5년간 126만 건의 대출 신

청(약 26조 원 규모)을 심사했고, 1개 채권 당 500여 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 평

가 모형을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비금

융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 머신러닝 평가 시스템(E-Index)을 진화시키며 중신용(신

용등급 4~7등급) 고객에 대한 분별력을 꾸준히 상승시켰고, 자동분산투자 등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다. 

8퍼센트
대한민국 1호 중금리 전문 P2P대출 온라인 플랫폼

기업명

주식회사

8퍼센트

설립연도

2014.11.25

대표

이효진

웹사이트

www.8percent.kr

이메일

ask@8percent.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P2P통합플랫폼 편리한 투자 시스템 제공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P2P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투자를 진행함으로서 P2P금융 상품투자의 리스트를 헷지 

하는 것이다. 위드펀드는 P2P투자가 안전하고 쉬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위드펀드의 핵심 기술 세 가지 

통합회원시스템  투자자들이 위드펀드 통합회원가입으로 다수의 P2P회사에 회원가입 

없이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은 번거로운 회원가입 절차를 통합회원 시스

템을 통하여 다양한 P2P회사에 회원가입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상품정보 연동시스템  다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P2P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위드펀드에서 다수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수익률과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고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지급결제시스템  투자자들이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 한 개의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다수의 P2P회사의 상품에 한 번에 쉽게 투자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투자한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를 통하여 집중상환 받을 수 있

다. 

위드펀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투자가계부 시스템  국내 다양한 P2P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이 직접 입

력이 가능하고,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정보관리, 수익금 관리, 수익금 지급에 대

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투자가계부 시스템은 고객이 투자정보를 수기 관

리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2P추천상품투자  국내 250여개의 다양한 P2P회사들의 투자상품에 대하여 한 곳에서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입점사의 상품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

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 분석 및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P2P금융정보 집중  P2P금융의 찌라시성 정보가 아닌 P2P금융의 전문적인 정보와 금

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전문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P2P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을 습득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드펀드
위드펀드는 P2P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명

주식회사 위드펀드

설립연도

2017.05.01

대표

이종석

웹사이트

https://with.fund/

이메일

contact@with.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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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
융인터오리진아이엔씨

AI기반 금융데이터 매칭 페이 서비스

기업명

(주)인터오리진아이엔씨

설립연도

2016.04.26

대표

오영근

이메일

tj.kwon@interohrigin.com

단기 특수목적 대출 수요자의 대출 희망정보와 투자자의 투자 희망정보를 분석하

여 상품결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매칭 페이 서

비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애로 해소를 위해 전자어음(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

2020년 7월 전자어음을 담보로 P2P(PeertoPeer)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음중개(대표 곽기웅)가 80.6억원 규모의프리 시리즈B(Pre-SeriesB) 투자를 유치

했다.

금번 투자 주체 중 한 곳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은 벤처 투자 자

금 출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핀테크혁신

펀드(이하 혁신펀드)를 조성했다. 이 혁신펀드를 한국어음중개가 P2P 업계 최초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우수한 혁신적인 기술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혁신펀드뿐 아니라 2020년 P2P 업계에

서 유일하게 투자 유치를 이뤄내 큰 반향이 예상된다.

한국어음중개
전자어음 온라인 할인 P2P금융 플랫폼 나인티데이즈

기업명

주식회사 

한국어음중개

설립연도

2017.03.21

대표

곽기웅

웹사이트

http://www.90day.co.kr/

이메일

cs@kross.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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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구하다 

람다256   

아미쿠스렉스 

언더핀

팀블랙버드

해치랩스 

Finhaven Technology Inc.  

Onhub  

Ticker Capital

Walla Limited  

구하다

기업명

주식회사 구하다

설립연도

2019.04.01

대표

윤재섭, 임홍섭, 이근일

웹사이트

www.guhada.com

이메일

jsyoon@temco.io

블록체인 기반 커머스 테크 및 품질이력관리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커머스 테크 및 품질이력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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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as a Service Luniverse (BaaS) 

루니버스는 편리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개발운영환경을 제공하는 BaaS 2.0 서비

스형 블록체인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사이드 체인과 개발 편의성을 극대화

한 Token Service, DApp Service와 Solidity IDE, DApp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User Management Service, Monitoring Service를 통해 개발사가 보다 쉽고 안전

하게 DApp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개발·운영·서비스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기업명

람다256

설립연도

2019.03.12

대표

박재현

웹사이트

https://luniverse.io

이메일

sales@lambda256.io

람다256

간단한 입력으로 어려운 법률문서를 완성하는 플랫폼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쉽게 완성할 수 있다. 

특히, (1) 공동창업자 문제, 직원 등 인사노무 관리, 용역, 매매, 공동사업 등 외부거

래 관리, 지식재산권 등 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2) 비상장주

식발행거래 플랫폼, 차용증 이체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대한 법률문서 자동 

완성 및 관리에 특화되어 있다.

2020. 11.

2020. 10.

2020. 08.            

2020. 05.      

2020. 04. 

2020. 01.              

2019. 12.      

2019. 11.

2019. 10.      

2019. 08.  

2019. 06.                 

2019. 05.  

2019. 05.   

2019. 04.     

2018. 11.                 

스마트대한민국포럼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3,200억원 규모), 공급자로 선정

하나은행 차용증 이체서비스 런칭 

솔트룩스와 법률AI공동개발 협약

코스콤과 비상장주식발행거래 플랫폼 런칭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과 '법률IT 서비스'협약 체결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아미쿠스렉스-사람인, 기업 회원 대상 법률 IT 서비스 제휴

KEB 하나은행 1Q Agile Lab 9기 선정

㈜코스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대전테크 파크 업무협약

서울시 핀테크랩 기업 선정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코스콤과 주식마켓 플랫폼 공동사업 약정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 런칭

TIPS 선정

아미쿠스렉스
법률문서자동작성 및 관리 플랫폼 

기업명

아미쿠렉스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5.06.10

대표

정진숙

웹사이트

www.lawform.io

이메일

contact@amicuslex.net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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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1. FANZY : V-Commerce는 매우 성숙한 산업이다. 이 산업은 3세대로 발전해왔

다. FANZY는 V-Commerce 3.0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V 홈

쇼핑이 1.0이였으며, 현재는 인플루언서가 SNS 플랫폼에서 주도하는 2.0 시대이

다. V-Commerce 3.0은 일반 소비자들이 영상제작, 커머스, 마케팅에서 주도하는 

시장이다. 모든 영상 속에는 커머스 요인이 존재한다.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그 영상 속에 숨겨진 커머스 요인을 찾아내어 Drag & Drop이라는 간단한 행동으

로 V-Commerce를 완성하는 모든 행동을 일반 소비자가 주도하는 것이다.

2. OnProtocol : Incentive-Economy를 실현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

록,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Hyperledger Fabric으로 자체 구축

한 메인넷. OnProtocol의 첫 번째 DApp 서비스가 FANZY이며, 향후 다양한 서비

스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및 AI 기반의 V-Commerce 3.0 앱  FANZY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언더핀

설립연도

2018.05.01

대표

김태준

웹사이트

http://underpin.kr/

언더핀

2020. 11.

2020. 06.

2020. 05.

2019. 09.          

2019. 05.         

2019. 03.         

2019. 02.

2018. 08.

2018. 06.

2018. 05.

2017. 10.- '18. 05.

2017. 09. 01.                 

2017. 05. - 08.

2016. 12.    

2016. 07.   

2016. 02.- '17. 11

병역특례기업선정

벤처기업인증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스타트업관 참가 기업 선정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핀테크랩 입주자 2기 선정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3기 유일한 블록체인 회사 선정

APAC CIO Outlook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대 블록체인 기업 선정

FANZY 베타 서비스, On protocol 메인넷 베타버전 릴리즈

딥러닝 인공신경망 기반의 긍부정 분석 알고리즘 특허 등록

TCB 기술 우수기업 선정

언더핀 주식회사 전환

대내외 블록체인 기술연구

개인회사 언더핀 설립

딥러닝 음성인식 엔진제작 프로젝트 실시

엔비디아 인공지능 세션 부문 발표

인공지능 업무 관리 알고리즘 특허 출원

인스턴트 메시지 기반 인공지능 업무 관리 솔루션 개발

[B2B] CQ DataPack

트레이딩 목적에 맞게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공한 제품이다. 자체 개발 기술을 활

용해 현존하는 모든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전략 수립 및 구사에 필요한 거래소 입출금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B2C] CQ LIVE

CQ LIVE의 목표는 개인 투자자의 니즈에 맞게 쉬운 UX/UI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체 인덱스를 탑재해 매수/매도 구간과 실시간 데이터 변화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이다.

팀블랙버드
AI,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 가상화폐 계좌 유형 분류 기술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기업명

팀블랙버드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8.09.27 

미국법인 2020.02.06

 

대표

주기영

웹사이트

www.cryptoqu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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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sis 헤네시스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API 솔루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비즈니스에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비트

베리, 해시드와 같은 산업 선두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HAECHI AUDIT 해치 어딧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 서비스.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컨트

랙트가 안전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한다. 

세상이 디지털 자산을 더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든다.

기업명

해치랩스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8.06.01

대표

김종호, 문건기

웹사이트

https://haechi.io 

이메일

hello@haechi.io

해치랩스

핀헤이븐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 상장하거나 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기존의 거래소 구조와 거래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

발하였다. 이는 소위 증권형토큰 또는 전자 증권을 위한 혁신적 인프라다.

핀헤이븐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및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주식 관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성을 획기적

으로 제거하였다. 이를 위하여 Finhaven Technology의 100% 자회사인 Finhaven 

Capital이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를 포함한 6개 주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EMD (Exempt Market Dealer) 등록을 마쳤다. 이제 실시간 증권 결재 시스템은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 11월 캐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증권의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거래

소, 결제원, 예탁원 기능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세계 최초

로 획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에 Finhaven Private Markets을 2021년 상

반기에 공식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여러 기업들로부터 자금모집과 거래소 

등록을 위한 요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업들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Finhaven Technology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주식, 채권 등의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핀테크 회사

기업명

Finhaven Technology Inc.

설립연도

캐나다 2016.04.20

대표

김도형

웹사이트

www.finhaven.com

이메일

hello@finhaven.com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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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Hub Inc.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탈 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 

현재 우리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 화폐 대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온허브는 디지털자산 기반의 DeFi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명

온허브

설립연도

2020.03.19

대표

장민

이메일

hakchoon01@naver.com

Onhub OnHub

Ticker Capital은 기존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외에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팀에게 전문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Ticker Capital은 크로스 보더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의 요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ReachQ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원 스톱 솔루션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KOL 마케팅 분야의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Ticker Capital
블록체인 영역에 프로젝트의 초기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자문, 
해외시장 진출, 현지화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문 투자 회사

기업명

Ticker Capital

설립연도

한국 법인 2020.06.25

해외 법인 2018.04.16

대표

이청하

웹사이트

www.ticker.capital

이메일

q@ticker.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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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기능성 식품 및 보조제 판매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트랙킹 및 표기 솔루션

기업명

Walla Limited 

설립연도

2019.07.12

대표

박준형

이메일

jun.park.jh@gmail.com

Walla Limited

03
금융투자

가우스엔  
디렉셔널 

디에이그라운드 
리턴온체인지코리아  

비브릿지컴퍼니  
위즈페이스  

지니테크놀로지스  
지제이텍  

콰라소프트  
피에스엑스  

핀케치  
AVALOQ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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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투
자

가우스엔

기업명

가우스엔

설립연도

2020.09.09

대표

김민기

이메일

oscular@hanmail.net

투자자와 투자자산의 특성을 모형화하여 개인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개인화된 로보어드바이저와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파생펀드 운용을 위한 전문사모 운용시스템 구축

시스템 트레이딩 플랫폼 중국 현지 운용 중

개인의 성향 파악에 따른 신차/중고차 추천 서비스(2021년 2월 출시 예정)

개인화된 로보어드바이저와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 중

- 2020년 K-Startup에서 주관한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 2020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선정

- 2020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데이터바우처사업 수요기업 선정

-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고성능컴퓨팅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플랫폼으로서 국내 주식대차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평한 주식대차 기회를 제공한다.

블록체인기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누구나 주식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다

기업명

주식회사 디렉셔널

설립연도

2018.08.17

대표

이윤정

웹사이트

www.directional.net

이메일

help@directional.net

디렉셔널

[특허] 2020.09  특허등록 1건

(주식 대차 거래를 위한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인증] 2020.04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 2020.03 서울핀테크랩 입주

- 2020 금융테스트베드 지원사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R&BD)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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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샌드뱅크' 에서는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상품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적금, 펀드 형태

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투자 자산은 샌드뱅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배분 및 운용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 지갑을 통해 안전하

게 보관된다.

2020 프라이머 배치 17기 및 시드투자 유치

2020 Google Campus For Startup Residency 선정

2020 스트롱벤처스 Pre-series 투자 유치

디에이그라운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기업명

디에이그라운드

설립연도

2019.08.23

대표

이현명

웹사이트

https://sandbank.io/

이메일

info@sandbank.io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대체투자 플랫폼 개발 및 운용. GP들은 인증된 대체 투자 펀드를 올리고 LP는 올

려진 펀드를 검색하여 전략에 맞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전 세계 GP와 LP를 연결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플랫품

기업명

주식회사 

리턴온체인지코리아

설립연도

2016.08.01

대표

이상화

웹사이트

www.darcmatter.com

이메일

sang@darcmatter.com

리턴온체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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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다양화, 멀티매니저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

는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비브릿지컴퍼니
기관용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명

주식회사

비브릿지컴퍼니

설립연도

2018.10.02

대표

한필립케이

웹사이트

https://www.bbridge.co/

이메일

hr@bbridge.co.kr

리그오브트레이더스는 자산을 활발하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본인의 거

래기록에 따른 통계 및 분석 결과를 보기 쉽게 제공하며 여러 계정의 통합 관리, 

알고리즘 자동매매, 투자자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거래내역 분석 및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기업명

위즈페이스

설립연도

2017.01.16

대표

조민규, 리존팅

웹사이트

www.wizpace.com

www.leagueoftraders.io

이메일

support@wizpace.com

위즈페이스



30 31

서비스 소개서비스 소개

금
융
투
자

[사업분야]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의 투자전략 및 투자분석 지원시스템 투자성과

분석(분해)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공급 상품]

1. CHECK에 탑재된 기관전용 자산운용시스템

-

-

2.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위한 투자전략, 투자분석 지원 시스템

-

-

지니테크놀로지스
기관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 솔루션

기업명

지니테크놀로지스

설립연도

2018.04.01

대표

이영욱, 엄익현

[실적]

2020.

2019.

2019.

자산운용사 시스템 공급 외 다수

자산운용사, 증권사 시스템 공급

코스콤 체크단말기 시범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의 투자전략 및 투자분석 지원시스템

코스콤 시세 및 방대한 금융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투자전략 , 성과 및 위험분석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서 사용하는 기관 고객을 위한 OCIO 시스템 구축 

및 제공

자산배분, 성과 분석,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지제이텍은 2015년 제1차 사모펀드 완화정책 도입과 함께 창업한 금융투자업 컨

설팅 및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다.

1. 금융투자업 창업 및 등록 컨설팅 : 

다년간의 자산운용 실무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산 · Back Office 

· 사무환경 등 운용 외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고객맞춤형 컨설

팅을 수행하고 있다. GJTEC의 베테랑 Project Manager들은 해당 업무 단계별로 

고객과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한다.

2. 자산운용사 전산 및 기업운영 종합서비스 및 전산인프라 개선 컨설팅 :

금융투자업 전산설비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최신 IT 동향을 반영하여 고객 운용사 

환경을 고려한 최적 ICT/OA/PC,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하고 전담 인력이 

서비스한다.

지제이텍
금융투자업 컨설팅 및 아웃소싱 전문기업

기업명

주식회사 지제이텍 

설립연도

2015.10.01

대표

최재원

웹사이트

www.GJTec.co.kr

이메일

gjtec@gj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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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러닝 기술과 A3C 강화학습을 접목시킨 자체 플렛폼을 통해 누구나 소액으로 

해외 주식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정보 제공한다.

코쇼(KOSHO)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금융시장 정보와 예측 자료를 통해 사용자들

이 보다 쉽게 금융 장세를 이해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로

보어드바이저 모바일 앱 서비스다.

AI 기반 금융 주식 투자 서비스 제공

기업명

주식회사 콰라소프트

설립연도

2014.04.01

대표

변창환

웹사이트

www.qara.ai

이메일

qara@qarasoft.com

콰라소프트

스타트업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비상장 증권 거래 플랫폼

증권사(신한금융투자) 계좌 연동으로 안전거래를 제공하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2020년 4월)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에스엑스
스타트업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비상장 증권 거래 플랫폼

기업명

피에스엑스

설립연도

2019.07.02

대표

양주동

웹사이트

http://www.psx.or.kr/

이메일

support@psx.or.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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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케치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컴플라이언스, 주문배분, 체결 및 결제를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통합 주문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한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금융자산 주문체결 관리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핀케치

설립연도

2020.06.01

대표

임수현

이메일

info@fincatch.co.kr

핀케치

2020. 12.

2020. 10.

2020. 09.

2020. 06.

2020. 06.

2020. 05.

벤처기업 인증

서울시 주관 서울핀테크랩 기업 선정

(주)코스콤과 공동사업 계약 체결

K-Global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

핀케치 설립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140여개의 글로벌 은행의 Core banking solution을 제공하는 아발록의 자회사로

서 아발록의 platform을 활용하여 글로벌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찾아 투자 및 사업제휴를 진행한다.

국내 핀테크기업 (E사)과 사업 제휴 및 Avaloq의 고객사에 솔루션 제공

AVALOQ Ventures
벤처투자 금융 솔루션

기업명

AVALOQ Ventures

설립연도

2012

대표

박정재

이메일

park.jungjae@gmail.com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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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안/인증
더스팟 
데이터유니버스  
리얼아이덴티티  
랄프캐로스  
스텔스솔루션  
스파이스웨어  
엘핀  
위닝아이  
풀스택  

더스팟

기업명

주식회사 더스팟

설립연도

2018.11.23

대표

김영덕, 나성훈

웹사이트

https://thespot.kr/

이메일

cs@thespot.kr

리닷은 삭제된 데이터 복구, 잠금화면 해제, 해킹 침해 탐지기능을 지원한다. 독점 

기술을 통해 해킹 침해여부를 정밀 진단하고 조치하여,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을 만들어가고 있다.

1. 매출  2020년 연 매출 약 1억원

2. 특허  2020년 2월, 기술특허 2건 등록 완료.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 스마트기기에 대한 데이터 복구 방법

3. 투자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4. 인증  2019 교육부 학생창업유망팀 300 선정,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5. 지원 사업

 - 20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2020 기술지주 R&BD지원사업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20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6. 해외 수상

 - 2018 10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 3rd World Invention and Innovation 

Forum (Foshan) Silver Medal (Data Extraction and Integrity Guarantee Technique for 

Encrypted Android-based Device, China Association of Inventions)

 - Thailand Award for The best international invention (Data Extraction and Integrity 

Guarantee Technique for Encrypted Android-based Devic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7. 국내 수상

- 2018 제1회 헬로 스타트업 공모전 최우수상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2018 G-LAB Final Demoday 최우수상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2019 국립대학육성사업(PoINT) 국립대학 연계 창업콘테스트 우수상 

- 2019 강원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강원대학교 총장) 

-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 2019 강원권 LINC+ 대학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2019 실사구시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redot (리닷)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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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피싱보호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국내 외 인터넷(SNS, 뉴스 등) 상에 있는 사기 

관련 빅데이터와 금융기관과 제휴기관 등에 신고된 사기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신 및 주요 사기 유형 알림'과 '의심번호 통화 중 단계별 경고', '가족보호 알림', '

악성앱 및 원격제어앱 탐지', '피싱해킹보상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사기 피해를 예

방 및 방지하는 서비스.

AI오토콜  운전자라면 겪을 수 있는 이중 주차 문제로 유쾌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보

이는 ARS화면에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통화 없이 이중 주차한 운전자를 호출할 수 있

다. 주차번호판에 운전자의 연락처를 표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휴대폰분실보호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찾기 위해 배터리 방전 전까지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원격카메라 제어, 강제 화상통화, 위치 조회, 알림음 기능 등을 통해 휴대폰

의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킨다. 데이터백업, 휴대폰 초기화 등의 기능으로 휴대폰 분

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해주는 서비스

1. 매출

2019년 매출액 : 약 9억원  |  2020년 매출액 : 약 52억원 예상

2. 지식재산권

2020년 출원 현황 : 5건  |  2020년 등록 현황 : 2건

4. 사업 성과

1) 2020년 신규 서비스 2종 출시 : 오토콜, 휴대폰분실보호

2) 주요 제휴 계약 현황

- 휴대폰분실보호 신규 서비스 이통3사 업무제휴 계약 완료

- 오토콜 신규 서비스 이통3사 업무제휴 계약 진행 중(SKT, LGU+ 완료)

5. 지원 사업

1)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2) 2020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선정

3) K-GLOBAL 엑셀러레이팅 기업 선정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금융사기,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해 나아갑니다.

기업명

주식회사 

데이터유니버스

설립연도

2018.06.25

대표

강원석

웹사이트

www.datauniverse.co.kr

이메일

biz@datau.co.kr

데이터유니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3. 고용 현황

2019년 10월 서울핀테크랩 입주 시 인원 : 5명  |  2020년 12월 기준 고용인원 : 16명

생체인식기술과 위조생체판별 원천기술(지문)을 개발하여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B2B 판매를 하고 있다. 

지문스마트카드(배터리type, No배터리type 모두), 지문USB메모리(청와대 2년째 지속납품 

중) 및 지문보안토큰을 개발하여 B2B, B2G, B2C로 판매 대상을 확대 중에 있다. 

리얼아이덴티티의 독보적 글로벌 기술인 위조생체판별기술이 탑재된 지문센서모

듈을 국내 지문센서개발업체인 OO기업과 통신모듈 및 부품전문 □□기업과 개발 

중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카드에 특화된 지문센서모듈과 인디스플레이 지문센

서모듈이 탑재된 최신폰에도 적용이 가능한 필름형 지문센서모듈의 양산을 시작

으로 큰 도약이 예상된다.

1. 위조생체판별기술 고도화

2. 지문스마트카드용 위조생체판별기술 및 지문센서모듈 제조

3. 지문센서모듈 탑재 제품들의 고도화 및 다양화 제조

상기 2 와 3 의 판매 다각화 (일본 동경메트로 교통카드, 유엔ID카드를 필두로 유

엔난민카드 및 하지절카드 등으로 판매 확대)

리얼아이덴티티
생체인식기술, 위조생체판별기술(지문)을 적용한 
지문USB, 지문스마트카드 개발 및 판매

기업명

주식회사 리얼아이덴티티

 

설립연도

2014.05.13

대표

이섬규

웹사이트

www.realidentity.kr

이메일

info@realidentity.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
안
/인
증

40 41

서비스 소개서비스 소개

토탈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CISO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 

보안 컨설팅서비스는 교육, 감사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

를 확보하였다. CISO를 위한 솔루션 Namisec은 실시간으로 IT자산에 대한 종합적

인 보안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 금융 보안서비스 및 보안 솔루션

기업명

랄프캐로스

설립연도

2018.03.12

대표

쥴리앙 프로벤자노 

웹사이트

www.ralfkairos.com

이메일

contact@ralfkairos.com

랄프캐로스

㈜스텔스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

하며 자사의 원천기술과 보안 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암호 키 보안을 바탕으로 신규 사

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Unbound Tech 사와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및 공동개발을 통해 안전한 보안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스텔스솔루션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 및 네트워크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지능형 보안 플랫폼

기업명

(주)스텔스솔루션

설립연도

2017.11.23

대표

왕효근

웹사이트

www.stealthsolution.co.kr/

이메일

info@stealths.co.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1. 기술

1)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변이 기술 : 지속적으로 호스트의 IP 주소와 PORT 번호를 변경하는 기술로 

네트워크 스캐닝과 패킷스니핑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기술

2) 공격그래프 기반의 자동화된 보안성 평가 기술 : 네트워크 구성과 호스트 상태정보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침입 경로를 예측, 공격 노출면을 진단하는 기술

3) SMPC(Secure Multi Party Computation) 기반의 암호 키 관리 기술 : 암호 키를 MPC 방식을 통해 여

러개로 분할하고 저장하여 보호하는 기술. 암호 키 분실, 삭제 등 다양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

2. 특허

1) 등록 3건 : 다중 터널링 기반의 통신 방법 | IPSec 가상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 | 네트워크 은닉 시

스템 및 방법

2) 출원 3건 : 특징값 추출 기반의 바이너리 검증 시스템 및 방법 | 악성코드 감염 차단 시스템 및 방

법 | 능동형 네트워크 보안용 주소변이 접속 시스템 및 방법

4. 매출

2019년 | 410 백만원 (국책과제 수행비 : 267 백만원) 

2020년 | 1,003 백만원 (국책과제 수행비 : 778 백만원)

3. 사업성과

1) Exclusive Partner : Unbound Tech : 이스라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MPC 기반의 암호 키 

보호 솔루션 기업과 국내 독점 공급 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

2) 국책과제

2019년 | 공격그래프 기반 자동화된 보안성 평가 기술 사업('19.12.01~'20.11.30)

2020년 | 다매체 다중경로 적응적 네트워크 기술 개발('20.01.01~'20.12.31)

네트워크 경로, 서버 은닉 기술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스텔스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통합솔루션 프로젝트('20.01.01~'20.12.31)

공격그래프 기반의 자동화된 보안성 평가 기술 사업 고도화 과제 ('20.12.15~'21.12.14)

3) POC | KT : 클라우드 암호 키 관리를 위한 SMPC 기반의 Virtual HSM POC

4) 실증사업

강원대학교 :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변이 솔루션 실증사업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격그래프 기반의 자동화된 보안성 평가 솔루션 실증사업 진행

5. 고용 현황

15명 (2021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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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스웨어는 기업 · 금융 · 공공 · 통신 · 의료 산업에서 운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활용 환경 구축에 지능화된 통합 데이

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파이스웨어의 대표 솔루션 'Spiceware on Cloud'는 SaaS 방식의 구독형 개인정

보 보호 서비스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모든 공정

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데이터 3법, 

유럽 GDPR 등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다.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스파이스웨어

설립연도

2017.11.01

대표

김근진

웹사이트

www.spiceware.co.kr

www.spiceware.io

이메일

inquiry@spiceware.io

스파이스웨어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11.

2020.10.

2020.07.

2019. 12.

2018. 07.

Spiceware on Cloud AWS 마켓플레이스 출시

Spiceware on Cloud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개시

AhnLab x Spiceware Primer Partner 협약 체결

Spiceware on Cloud 코스콤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TangunSoft x Spiceware Business Partner 협약 체결

Roltech x Spiceware Business Partner 협약 체결

스파이스웨어 온 클라우드 v2.0 품질,성능 획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파이스웨어 v2.0 GS인증 1등급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mazon APN Select Technology Partner 승급

Spiceware on Cloud AWS 서비스 개시

금융ODS(Out Door Sales)  직원이 모바일 기반의 업무 시스템 이용 시, 위치인증

을 통한 지점 내 · 외부 구분을 통해 사내 시스템 접속, 고객 정보 조회 및 금융상품 

가입 등에 있어서 위치기반의 접속 정책 적용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다. 이를 통하여 방문판매법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 H

증권사 대상으로 상용화하였다.

출결관리 서비스 : 아임히어  교육의 효율적인 수업 관리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치인증 기반의 출결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 기 구축된 이동통신기지국, WiFi를 

활용하여 추가 장비 설치가 필요없으며 현장실습 등 교육장소가 외부로 이동하여

도 출결이 가능하다. 2019년 5월 상용화하여 현재까지 약 3천여명이 넘는 수강생

과 강사가 사용하고 있다.

근태관리 서비스 : 아임히어 Work  직원들의 근태관리 앱. 기존의 지문인식기, 카

드리더기 같이 내근직 위주의 근태관리 뿐만 아니라 외근직 직원들의 근태관리 까

지도 가능한 서비스다. 출/퇴근 및 고객사 방문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작

년 5월에 상용화하여 1개 기관에 상용화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에도 활용 가능하며, 해외 K 프렌차이즈에서도 도입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USIM 활용한 출금동의 서비스  기존의 복잡한 SMS, ARS, 송금 인증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생년월일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게 하

는 서비스. 2020년 03월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기술적 연동개발 과정 

이후 KSNET과 같은 PG/VAN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2020년 주요 성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  SMTECH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선정  |  

SMTECH 2.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팁스) 선정 | 국내 캐피탈사와 업무 협약 및 시범 

서비스 도입  |  08월 위치인증 솔루션 적용 [NH 가고싶은 대한민국 적금 출시]  |  부산 

스마트 시티의 위치기반 보행자 안전 솔루션 선정  |  국내 캐피탈사와 업무 협약 및 시

범 서비스 도입  |  [유심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 서비스 지정  |  기타 : 

위치 기반의 인증 관련 특허 16개 출원 6개 등록

이동통신기지국을 활용한 위치기반의 복합 인증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엘핀

설립연도

2017.01.04

대표

박영경

웹사이트

www.lfin.kr

이메일

parkyk@lfin.kr

엘핀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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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금융결제원과 공동개발한 비접촉 손바닥(장문) 인식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인증서

비스와 비접촉 지문인식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전자서명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였다.

위닝아이의 비접촉 생체인식솔루션은 Fin-tech 산업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용

도로 제공하고 있다. 위닝아이의 새로운 기술은 Fin-tech Eco-System의 패러다

임을 바꾸고 사용자들이 장비(모바일 이기종 등)의 제한 없이 생체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위닝아이의 솔루션은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동하고 

지문 및 장문을 촬영하여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다.

2020.11     삼성생명 지문인증 전자서명 솔루션 공급 계약 및 서비스 런칭 

2020.09    SBA 2020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과제(0.5억)

2020.07    삼성벤처투자(SVIC 46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pre-Series A 10억 투자유치

2020.04    2020년도 SW고성장클럽 200 사업(1억)

2019.05     KDB산업은행 스마트뱅킹 장문인증 서비스 오픈

2019.01     금융결제원 "손바닥(장문) 인증" 연간 사용 라이센스 계약 체결

2018.07     전북은행, 한화손해보험, 신영증권 장문인증 서비스 오픈

위닝아이
모바일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전자서명 및 바이오본인인증 솔루션

기업명

주식회사 위닝아이

설립연도

2015.10.20

대표

정우영

웹사이트

www.winningi.com

이메일

winningi@winningi.com

비대면 본인인증과 자금세탁 위험분석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풀스텍

설립연도

2018.03.12

대표

이원규

웹사이트

https://argos-solutions.io

이메일

info@argos-solutions.io

풀스택

아르고스는 유저 온보딩, 고객 확인 제도 (KYC), 자금세탁 및 자금조달 테러 위험 

평가 및 AML (Anti-Money Laundering) 스크리닝을 위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

한다.

풀스택의 KYC 및 AML 솔루션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금융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 AML 규정을 효율적으

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금 출처의 확인을 통해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한

다. 

주요서비스 

비대면 본인확인, 제재목록 검색, 크립토 제재목록 검색, 자금세탁 위험분석, 온고

잉모니터링, 강화된 고객확인, 법인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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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e-gift card) 거래하여 돈을 절약하고, 

구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선불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거래, 결제 서비스

기업명

(주)기프티스타

설립연도

2017.12.13

대표

박보광

웹사이트

www.giftistar.com

이메일

admin@giftistar.com

기프티스타

기프티스타 
레드폴카  
모인  
보난자팩토리  
샤샵  
소쿠리컴퍼니 인터내셔널  
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오프널  
임퍼펙트  
직뱅크  
페이워크 
Livil Technology Co.,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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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폴카는 동사의 솔루션인 스마트아이, 스마트게이트, 스마트패스/제로파크, 스

마트클라우드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했

다. 이를 기반으로 주차장운영사, 렌터카사업자, 카셰어링사업자, 차량정비사업자

등 모빌리티애프터마켓 사업자들에게 주차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매

출을 증대시키고 차량운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특허 2건 해외특허 3건 (미국, 중국, 싱가폴)

서울시 300대 유망기업 선정

2019년 매출 1.8억원

파트너쉽 :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갤럭시아컴즈, 카카오T

레드폴카
모빌리티 애프터마켓을 위한 주차장 데이터플랫폼서비스 및 주차요금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기업명

주식회사 레드폴카

설립연도

2015.05.07

대표

차원영

웹사이트

www.redpallcar.com

이메일

wony.cha@redpallcar.com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모인은 해외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외 송금 솔루션을 통해 기존의 비싸고 느리고 복잡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시중은행 대비 최대 90% 저렴하고 4

배 빠른 송금 서비스, 간편한 송금 프로세스 등의 장점을 토대로, 서비스 출시 이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반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및 아시아를 포함

하여 33개국에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국가는 계속 추가해나가고 

있다.

모인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인의 모바일 앱은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시중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를 제공해주며 5분 내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다. 송금 후에는 실시간 송금 현황을 송금하는 

이와 받는 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송금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써 모인은 소비자들이 해외 송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모인

설립연도

한국 법인 2016.03.21

싱가폴  법인 2018.09

대표

서일석

웹사이트

www.themoin.com

이메일

business@themoin.com

모인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1.

2020. 09.

2020. 06.

2020. 04.

2019. 11.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개국 해외송금 오픈

53억원 규모의 Series B 투자 유치

모인 캐나다 송금 서비스 공식 론칭 

모인 태국/네팔 송금 서비스 공식 론칭 

KPMG와 H2 Ventures 선정 

'The World’s Top Fintech Companies Top1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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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특화 실명계좌 기반 입출금 검증(FDS 포함) 솔루션

보난자팩토리의 TranSafer 솔루션은 가상자산 사업자 특화 솔루션이다. 2019년 

특허 등록에 이어 시중 대형은행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상용화 준비를 마

치고, 2020년 6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했다.

TranSafer 솔루션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

다. 입출금 시 발생하는 이상거래탐지(FDS), 자금세탁방지 및 각 가상자산 사업자

간 블랙리스트 공조를 통한 제휴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회사 보호에 기여하는 

특화 솔루션이다.

기존의 고객의 ‘입금 행위’에 의한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고객이 ‘입금 요청’을 하

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 통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효율적 FDS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 01     보난자팩토리 설립

2018. 08    미래성장동력 핵심 선정 기업 - 서울산업진흥원

2018. 12     4차 산업혁명 특화 ,전문화기업 선정 - 기술보증기금

2019. 08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위탁테스트 기업 선정

2019. 10    서울핀테크랩 2기 기업 선정

2019. 10     KB국민은행 업무 제휴 계약

2019. 11      미래에셋대우 해외선물 API특화 서비스

2020. 0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2020. 01     ㈜코인원 AML/FDS 공조 서비스 

2020. 02    핀테크지원센터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업체 선정

2020. 06    케이뱅크은행 – 업비트 TranSafer 공급 계약 체결

2020. 06    금융위원회 코리아핀테크위크2020 선정

2020. 06    금융결제원 업무협약 체결

2020. 10     람다256 VASP Travel Rule 기술 공급 계약 체결

2020. 11      PT DOMPET HARAPAN BANGSA MOU 체결

보난자팩토리

기업명

주식회사 

보난자팩토리

설립연도

2017.01.23

대표

신중원, 김영석

웹사이트

https://

bonanza-factory.co.kr

이메일

biz@bonanza-factory.co.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샤샵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등록하면 세계 각국의 샤

샵 이용자들이 대신 구매하고 샤샵의 물류를 통해 상품을 보내주는 Global Social 

Fintech Service를 제공한다. 

샤샵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외 직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직구를 하면서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걷어 냈다. 따라서 직구를 처음 해보는 이들도 샤샵을 

통해 바로 직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앱 내 '결제 통합 솔루션'과 '글로벌 배송 네

트워크 및 추적 기술'을 탑재하여 상품 거래의 결제, 배송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안

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했다. 

샤샵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편하게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 

간의 대화와 구매 정보 데이터를 학습시켜 '자동으로 상품 추천을 해주는 기술'과 

이용자 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품 정보에 맞는 예상 판매 지역 및 매출 시뮬레

이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에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한 해외 상품거래를 위한 
결제통합 솔루션 및 상품 데이터 가공, 추천 기술 개발

기업명

주식회사 샤샵

설립연도

2018.05.05

대표

이서이

웹사이트

www.shaashop.com

샤샵

2020. 10.

2020. 09.

2020. 08.

2020. 03.

2019. 10.

2019. 10.

2019. 09.

2018.

글로벌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글로벌 버전 출시

리빌테크놀로지와 기술 제휴 MOU 체결 

국내 서비스 출시 

청년창업기업 자금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 선정 

씨드 투자 유치

기보벤처캠프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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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에 따른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서비스

해외에서 구매시 포함되어 있는 현지 부가가치세를 구매 후 장소에 상관없이 보다 

편리하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쿠리컴퍼니 인터내셔널 

기업명

소쿠리컴퍼니 인터내셔널

설립연도

프랑스 법인 2015.02.26

대표

정창호

이메일

jeremie@naver.com

2010년 1월에 설립된 M-DAQ은 국경 간 거래에서 존재하는 기술적, 심리적 장벽

을 제거하여 상품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M-DAQ의 비전은 통화의 

국경을 초월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M-DAQ은 다양한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증권사, 금융중개

기관, PG사, 모바일 월렛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 TRC는 증권사 및 증권거래소를 위한 실시간 다중통화 가격고시 솔루션으로, 해

외주식을 자국통화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며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2. Aladdin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위한 자국통화 가격표시 솔루션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플랫폼 입점사, 그리고 해외고객 모두에게 환리스크 없는 가격 확실성을 

제공한다.

3. FLIQ는 모바일 월렛 회사를 위한 해외결제 솔루션으로, 여행객들이 가는 어느 

국가에서나 제약 없이 자국 모바일 월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환(Forex) 관리 알고리즘을 통한 OTT 다중통화 결제 솔루션

기업명

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연도

한국 2019.05

싱가폴 2010.01

대표

조승희

웹사이트

www.m-daq.com

이메일

seunghee@m-daq.com

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019. 10.

2016. 11.

2015. 11.

2013. 10.

2010.

삼성벤처투자, 키움증권, 일본NTT컴 프리시리즈 D 전략적 투자 유치

싱가포르 통화청(MAS) 'Inaugural Fintech Awards 2016' 

Open Category 부문 수상

EDB인베스트먼트 주도 1억 1,800만 싱가포르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

GSR벤처스 주도 9,5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

GKGoh 그룹 주도 2,5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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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컬쳐 기업 오프널

소비의미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대안신용평가모델로 평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오프널

기업명

오프널

설립연도

2017.12.18

대표

박성훈

웹사이트

http://ssomee.com

이메일

daniel@openull.com

임퍼펙트는 스마트폰 하나로 맞춤형 장소정보 안내, 비대면 주문-결제, 실감형 콘

텐츠, 번역, 길찾기 등 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플랫폼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개발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광고, 전자상거래용 증강현실

(AR) SDK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기반 AR기술을 통한 장소(상품)추천 및 결제(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관광플랫폼

기업명

임퍼펙트

설립연도

2015.06.24

대표

박경규

웹사이트

www.imperfect.co.kr

임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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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서울금융위크 "IP(지식재산) 컴피티션" 우수상 수상

2020. 10   한경핀테크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0. 06  서울시 300대 유망기업 선정

2019. 0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2017. 08   국내특허 2건 

용역거래 안심결제시스템 직페이

직뱅크는 건설, 제조, 유통 등 용역거래의 지급분쟁(먹튀, 결제지연, 미수금)을 사

전에 차단하고 발주자와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모두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

는 핀테크 기업이다. 

직페이 안심결제시스템 (현금 및 어음거래 대체)

건설, 제조, 유통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용역거래의 지급분쟁(먹튀, 결제지

연, 미수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주자와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와 같은 용역 거래 시 고객(발주자)이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할 

대금을 안심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한 금액만큼 업체(공급자)에 토큰으로 대체 지

급하여 사기나 먹튀를 방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지급된 토큰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구매나 외주용역, 인건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고객이 예치한 

계좌에서 직접 환전 받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력 업체까지 

결제 지연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허 받은 핀테크 솔루션이다.

직페이 결제 서비스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만 사용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의 바

우처(토큰) 방식과 블록체인을 응용하여 개발된 특허 기술로 거래의 안정성과 보

안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직뱅크

기업명

(주)직뱅크

설립연도

2016.05.03

대표

김진

웹페이지

https://zikpay.com

이메일

management@zikbank.com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페이워크는 새로운 용역 및 근로 거래 문화를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다. 

누구나 생산적이고 즐겁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이다.

페이워크/이행 기반 비대면 거래 송금 서비스

기업명

페이워크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9.10.19

대표

손지인

웹사이트

https://paywork.io

이메일

start@paywork.io

페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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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결제, 송금, 카드

livil technology는 위챗, 화웨이, 웨이보의 기술진들로 만들어진 페이뱅크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제한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시스

템으로 보안은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결제 | 블록체인 기반 QR코드 결제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간편한 인증절차와 함께 

유저들은 0%의 수수료로 온,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금 | 국가와 국적에 상관없이 빠른 송금으로 무제한 한도와 저렴한 수수료 경험

할 수 있다. 

dapp | 지갑 서비스 뿐아니라 dapp기능을 통해 유저들은 게임, 채팅, 탐색기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ivil Technology Co., Limited

기업명

Livil Technology Co.,

Limited

설립연도

한국 2019.04.17

홍콩 2019.04

대표

PIAO JUN

웹페이지

www.paybank.com

이메일

cameron@livilcorp.com

2020.06.15. MBS License 취득

2020. 미국 지사 설립

2020. PAYBANK 카드 출시

2020. visa, master, unionpay카드출시

2019. paybank 서비스 출시

2019. 홍콩본사 설립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06
인슈어테크

디레몬

마이크로프로텍트

스몰티켓

제나

투비콘

팔백미터

해빗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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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적합한 보험 관련 정보 

및  통합 보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사들에게 보험분석기반제안 솔루션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통합 보험관리 플랫폼

기업명

주식회사 디레몬

설립연도

2015.05.13

대표

명기준, 신승현

웹사이트

www.dlemon.co.kr/

이메일

lemonclip@dlemon.co.kr

디레몬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19. 09.

2018. 03.

2017. 08.

2017. 07.

2017. 04.

2016. 11.

P2P 보험료 캐시백 모델 특허 등록

시리즈A 투자 유치 (25억)

매경핀테크어워드 대상 수상

시드투자 유치 (11억)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 보험산업 적용 실현

(과기정통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국내 최초 보험 통합조회 서비스 런칭 (레몬클립)

AI Untact   보험가입 및 변경, 유지 시스템 

대화형 가입 프로세스 / 봇 빌더 / 보험 상품 분석 /

보장 분석 / 고객 및 계약관리 

AI Actuary   보험료 산출 시스템 

AI 최적보험료 산출 / 보험료, 준비금 테이블 입력기 / 생체나이 위험률 적용 

AI U/W   보험 심사 시스템 

자동 심사 룰 셋팅 / 자연어 분석을 통한 상병 코드화 / 

메디에이지 통계분석 생체나이 반영 

AI Claim   보험금 청구 시스템 

자동 지급 룰 셋팅 / 보험금 자동 추산 / 보험금 지급심사중 Audit / 

보험사기탐지시스템

마이크로프로텍트
AI 기술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만큼 부담없이 누구나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서비스를 제공

기업명

마이크로프로텍트

설립연도

2019.07.12

대표

권상민

웹사이트

https://microprotect.com/

이메일

hello@microprotect.com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2.

2020. 12.

2020. 11.

2020. 10.

2020. 08.

2020. 08.

2020. 02.

페이스북, 액셀러레이터 서울(인도 왓츠앱 전용보험 개발을 위한 협력)

카비, 비전 기반 ADAS 딥러닝 카메라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기획,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 시스템 개발

메디에이지, 360만명의 건강분석(생체나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기획,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 시스템 개발

캐시노트, 70만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상품 기획,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시스템 개발

독일에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 제공

(https://microprotect.de/)

TIPS 선정 (생산적 적대 신경망 (GAN)과 Markov Decision Process를 통한 

최적화 보험 설계 솔루션 개발) 

독일 법인 설립



인
슈
어
테
크

62 63

서비스 소개서비스 소개

디지털 보험 중개 플랫폼으로서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제공

기업명

스몰티켓

설립연도

2016.05.04

대표

김정은

웹사이트

www.smallticket.com

스몰티켓

스몰티켓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디지털 보험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세분화된 고객 단위에게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유통시간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

현재, 스몰티켓은 펫과 마스(Mobility as a Service) 시장을 중심으로 긱경제하의 

모빌리티 플랫폼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온-디맨드 형

(On-demand) 모빌리티 보험과 금융위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라이프스

타일 맞춤형 펫보험으로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UMA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myzena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위한 

사용자 개인의 생체정보(심박수, 뇌/맥파 등) 라이프로그 정보 등을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또는 비접촉 IoT 전용 키오스크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블록체인으로 이

를 관리 공유하며, 비대면 심리인지 AI 분석 알고리즘을 거쳐, 생애주기별 금융상

품 추천과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기업명

주식회사 제나

설립연도

2018.03.02

대표

윤명철 

웹사이트

www.zena.best

이메일

info@zenacare.net

1. 핵심 기술

- 얼굴영상 기반 심박수 측정 기술 특허 보유

- 블록체인 UMA 특허 보유

- 비접촉 IoT 연동 및 센싱 기술

- 디지털 텔레메디신 솔루션 보유(국가 비대면의료 진료 시스템 핵심기술 제공)

2. 주요사업

제나비즈 사용자 건강데이터 기반 생활금융 큐레이션 서비스

제나케어 비대면 심리인지 AI 기반 인슈어테크 솔루션

북제나 외국인 대상 지역화폐 활용 플랫폼

제노랩스 유전자정보 분석 기반 맞춤형 상품추천 솔루션

샐럽투 15 sec 숏폼 동영상 컨텐츠 솔루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1.

2020. 09.

2020. 08

2020. 06.

2020. 05.

2019. 09.

2019. 08.

2019. 01.

2018. 10.

2018. 09.

2018. 05.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대상 벤처기업상 수상

과기부 MEC기반 5G 제주도 원격진료시스템 사업 수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10기 선정 및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 투자 유치 (마이데이터 1호 스타트업)

과기부 NIPA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 선정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술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 ‘ICT 재가건강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R&D 

‘정신건강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선정

카자흐스탄 주정부 구매의향서 체결

중기부 정보보호 블록체인 보안 분야 기술개발 선정

블록체인 기반 멘탈케어 솔루션 ‘제나케어‘ 출시

EDCF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HIS ISP 용역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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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모옴을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 모옴은 번거로운 보험가입심사를 간편하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렴하

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미 신한, 오렌지라이프, 하나, 동양, 흥국, DB, 

DGB, KB 생명등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투비콘의 지능형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국내 최초 건강검진데이터 및 투약정보를 

활용한 언더라이팅 시스템으로 하나의 약물에 대한 23가지의 인덱스를 보유한 국

내 최대 약물 인덱스 보유 기업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약을 활용한 언더

라이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건강나이, 질환예측, 데일리 건강나이 등 헬

스케어 컨텐츠를 신한생명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백화점 VIP 고객들의 프리미

엄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데이터를 분석한 프리미엄 건강결과지

를 통해 중국 및 대만에 진출하고 있다.

의료 핀테크 솔루션 전문기업

기업명

주식회사 투비콘

설립연도

2013.08.23

대표

노정한

웹사이트

www.tobecon.co.kr

https://bodyage.kr

이메일

help@tobecon.net

투비콘

효율적인 보험관리를 기반한 재무관리 어플리케이션. 

[특징]

1. 보험사의 주요 업무인 연체관리, 부활수금을 도와 설계사의 근무 시간을 효율적

1. 으로 활용하게 한다.

2. 연체가 벌어진 이후의 해결책이 아닌 연체가 되기 전 예방법을 알려준다. 

3. 보험 상품은 연체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경

우, 연체 이후 보험 재가입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4. 보통 설계사들이 하는 업무의 80%이상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

[적용분야]

현재 적용중인 분야뿐만 아니라 송금 및 지급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

어, 플랫폼등 현재 연체관리산업의 대체제로 활용가능하다.

[시장성]

국내 보험사 해지보험료규모는 연간 20조다. 보험사가 신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험수입금액의 1/10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약금액을 수익으로 가정한

다면 20조를 벌기 위해 2조가 필요한 것이다. 팔백미터는 20조의 해약을 예방하

여 2조원의 혜택을 창출하는 솔루션이다.

팔백미터
비대면연체관리앱

기업명

팔백미터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7.12.15

 

대표

이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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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 보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기업

기업명

주식회사 

해빗팩토리

설립연도

2016.01.08

대표

이동익, 정윤호

웹사이트

www.habitfactory.co

이메일

hello@habitfactory.co

해빗팩토리

해빗팩토리가 운영하는 시그널 플래너.

매우 상세하게 보험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다. 이를 통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고객은 본인의 보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의사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04.

2018. 07.

2017. 07.

2017. 05.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시리즈 A, 20억)

보험분석 서비스 '시그널플래너' 출시

특허출원 (거래 정보의 자동 인식 방법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카드 지출 기반 소비분석 서비스 ‘시그널 가계부’ 정식 출시

07
자산관리

모핀

뱅큐

비씨랩스

알고랩 코리아

에스비씨엔

웰스가이드

인다우어스

쿼타랩

쿼터백테크놀로지스

펀드블록글로벌

한국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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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통합중개 플랫폼 서비스 '더공모'

1. 공모주 청약 상품의 청약 부문 통합 Tool 제공

: '더공모'와 코스콤 자본시장 공동 Open API를 연동한, 공모주청약 서비스

- 전 증권사 계좌 통합 조회 및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공모주 청약 상세 조회, 청약을 중개 및 관리할 수 있다. 

- 전(全)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함은 물론 전(全)증권사의 전(全)종목에 대하

여 즉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정보제공부터 청약중개까지 청약 전 과정을 올인원(All–In-One) 으로 제공하는 플

랫폼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혁신적 서비스.

2. 다양한 투자정보 및 금융상품 정보 제공

- 투자자(이용자)에게 공모주를 비롯 양질의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양질의 정보 취득으로 수익률 좋은 공모주 청약의 대중적 시장 창출 및 일반 투자자(이

용자)의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

자본시장 공동 Open API를 활용한 공모주청약 통합중개 플랫폼

기업명

주식회사 모핀

설립연도

2018.04.18

대표

노지연

웹사이트

www.mofin.kr/

이메일

mofin0201@naver.com

분야

자산관리, 금융투자

모핀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1. 01.

2020. 10.

2020. 06.

2020. 05.

2020. 03.

2019. 12.

2019. 11.

2018. 04.

특허등록 (특허출원 포함 총 6건)

서울핀테크랩 입주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스타트업관 참가 기업 선정

모핀 부설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더공모 플랫폼 개발 완료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핀테크 지원센터)

법인설립

뱅큐는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로 은행, 카드, P2P투자, 암호화폐 등 다양한 금융/

비금융 자산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자산, 소비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신용카드, 보험 등)을 추천한다.

자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KB증권과 협업하여 펀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관리를 위해 소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큐
뱅큐는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로 개인의 금융생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며, 자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업명

주식회사 뱅큐

설립연도

2019.02.13

대표

전정훈, 길경진

웹사이트

https://www.bankq.co.kr/

이메일

bankq@bankq.co.kr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2.

2020. 08.

2019. 12.

2019. 10.

2019. 10.

2019. 07.

2019. 07.

2019. 05.

2019. 04.

2018. 12.

2018. 12.

2018. 05.

서울산업진흥원,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선정

핀테크지원센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선정

매일경제 ‘올해의 앱’ 종합자산관리 부문 2년 연속 선정

펀드케어 서비스 출시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KB증권,펀드평가서비스 제공 서비스 MOU 체결

삼성자산운용, 컨텐츠 교환 게재를 위한 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API개발 지원 사업 선정

핀테크지원센터,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선정

매일경제 ‘올해의 앱’ 종합자산관리 부문 선정

뱅큐, iOS 서비스 출시

뱅큐, 안드로이드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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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들의 트레이딩 전략을 구매하고 구매한 전략에 따라 자동 매매가 되는 

플랫폼 서비스다. 다양한 투자전문가들이 자신만의 투자전략과 매매신호(매수/매

도)을 상품화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매 전략 

오픈마켓플레이스인 VOLTA를 서비스하고 있다.

Robo/Human 트레이딩 전문가들의 매매시그널에 따라 
자산이 자동매매되는 트레이딩전략 오픈마켓플레이스 VOLTA 를 서비스한다.

기업명

주식회사 

비씨랩스

설립연도

2018.03.02

대표

홍성인

웹사이트

https://bclabs.co.kr

https://volta.link

이메일

sungh@bclabs.co.kr

비씨랩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R&D 청년창업사관학교 77,000,000원

AI기반의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자산관리 및 OCIO플랫폼. 

연기금 운용에 필수적인 전략, 전술적 윤용전략 알고리즘과 데이터사이언스 기법

을 적용한 시각화 서비스 플랫폼. 

퇴직연금 및 생애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기업명

알고랩 코리아

설립연도

2020.05.10

대표

김승종

이메일

sjkim0601@gmail.com

알고랩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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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N은 흩어져 있는 금융 빅데이터를 수집/정제/가공하여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B2B 영역 | 증권사, 기관, 언론사에 금융데이터 서비스 제공

B2C 영역 | 금융데이터를 가공하여 알고리즘 생성 후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금융데이터 서비스 제공 

G2C 영역 | 과학기술정통부와 금융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금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에쓰비씨엔

기업명

(주)에쓰비씨엔 

설립연도

2014.07.29

대표

손상현, 이승엽

웹사이트

www.sbcn.co.kr/

이메일

support@sbcn.co.kr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데이터를 수집/가공/정제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특허 출원 건수 8건(2020년 3건포함)

- 2020년 총 15억 투자 유치(누적 약 100억원 투자유치)

- 모바일을 통한 개인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연금계좌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자문하

며, 실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게 목표다.

모바일 개인맞춤형 연금자산 관리 플랫폼

웰스가이드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1. 01.

2020. 10.

2020. 07. 

2020. 05. 

2020. 04.

2019. 12.

2019. 10.

KB증권과 전략적 제휴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서울핀테크랩' 선정

연금자산 관리 앱 ‘머플러’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 통과

삼성자산운용과 전략적 제휴

BNK경남은행과 전략적 제휴

10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기업명

웰스가이드

설립연도

2019.06.05

대표

배현기

웹사이트

www.wealthguide.co.kr

이메일

jayjeong@wealthgu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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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다우어스

설립연도

2017.03.30

대표

Sam Rhee

(이사무엘)

웹사이트

www.endowus.com

이메일

sam.rhee@endowus.com

인다우어스는 개인 자산의 총체적인 디지털 자문을 통해 은퇴와 노후까지 책임지

는 개인 웰스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싱가폴 국민연금인 Central Provident Fund에서 첫 디지털 자문회사 (first & only 

digital advisor for CPF, SRS, Cash) 로 선정되었다.

인다우어스
디지털 투자 자산 관리 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2

2020. 05.

2019. 10. 

2018. 01.

2017. 03.

싱가폴 MAS 자산운용사 및 중권사 라이센스 허가

5월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싱가폴 국민연금 첫 디지털 어드바이저 허가

싱가폴 MAS 자문업 라이센스 획득

싱가폴 본사 법인 설립

쿼타북은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증권 및 경영 관련 제반 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스타트업은 주식과 스톡옵션을 포함한 주주명

부를 온라인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국내외 주주들과 함께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

다. 투자자 및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과정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고 회사 정보를 투

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

스타트업 증권 관리 및 투자자 펀드 관리 플랫폼

쿼타랩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1. 01.

2020. 11.

2020. 11. 

2020. 10. 

2020. 10.

2020. 09.

2020. 09.

2020. 08.

2019. 12.

2019. 09.

2019. 09.

2019. 08.

쿼타북·하나은행, 비상장사 증권관리 통합 패키지 제공

Y Combinator W21 스타트업 선정

KOTRA Singapore Fintech Festival 스타트업 선정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재팬부트캠프 스타트업 선정

10X Extension in Luxembourg 스타트업 선정

서울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COMEUP2020 스타트업 선정

AWS Scout Partner 한국 1호 선정

프리시리즈A

Google Campus Seoul 입주사 선정

시리즈 시드

회사 설립

기업명

쿼타랩

설립연도

2019.08.19

대표

최동현

웹사이트

https://quotabook.com

이메일

info@quota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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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쿼터백테크놀로지스

설립연도

2014.07.23

대표

장두영

웹사이트

www.quartec.co.kr/

이메일

qbmt@qbgroup.co.kr

쿼터백 테크놀로지스는 B2B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목표기반 자산관리 및 퇴직

연금 솔루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쿼터백테크놀로지스
디지털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19. 08.

2019. 07.

2019. 06.

2018. 05.

2017. 05.

2017. 05.

2017. 04.

2017. 02.

2016. 10.

2016. 10.

2016. 09.

2016. 07.

2015. 11.

한국수자원공사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서울시 핀테크랩입주기업 선정

일본 후생노동성 후원 DC컨퍼런스 개최

광주은행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 협약

코리아에셋증권 코리아에셋로보배당주 펀드 Data 제공 서비스 계약 

체결

우정사업본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OU 체결

쿼터백재팬과 easyDC(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발 착수

매경핀테크어워드 우수상

코리아에셋증권 MOU 체결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서비스 오픈

KB 국민은행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서비스 데모 오픈

SK증권 MOU 체결

에프앤가이드 MOU 체결

펀드블록은 대형 부동산을 분할, 증권화하여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다양

한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량한 부동산 지분을 주식처럼 간단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부동산 증권 거래 플랫폼

펀드블록글로벌

기업명

펀드블록글로벌

설립연도

2019.07.19

대표

조찬식

웹사이트

http://www.funble.kr/

이메일

contact@funb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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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식회사 

한국금융솔루션

설립연도

2019.01.21

대표

조영민

웹사이트

www.finset.io

이메일

finset@finset.io

공인인증서 없이 바로조회 가능한 편리한 금융플랫폼.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정금리로 한 번에 비교 가능하며, 정확하고 면밀한 

부채관리, 소득/지출 내역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자산관리를 돕는 스마트한 금융

파트너

한국금융솔루션
모바일 자산관리, 개인신용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08.

2020. 08.

2020. 07.

2020. 07.

2020. 06.

2020. 03.

2020. 01.

2019. 11.

2019. 11.

2019. 09.

2019. 05.

2019. 02.

2019. 01.

금융위 마이데이터 우선심사 대상 사업자 선정

증권특화 CB 공동 개발 MOU 체결 (KCB, 한국금융솔루션)

프론트원 입주 (디캠프 아엠벤처스 본선진출)

매일경제 핀테크어워드 우수상 수상 (은행연합회장상)

과기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재한 외국인 전용 금융서비스 플랫폼 (핀셋 익스팻) 론칭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플랫폼 (핀셋) 론칭 (22개사 70개 상품)

과기부 및 NIA 지정 금융빅데이터 센터 지정

창업진흥원 혁신형 R&D 과제 지정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토스, 핀다 등과 함께 금융위 혁신사업자로 선정 (1사전속예외)

핀테크 지원센터 입주사 선정

법인 설립

08
크라우드펀딩

LL ENTERTAINMENT
(S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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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라
우
드
펀
딩

LL ENTERTAINMENT 브라질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현지

에서 K-POP 공연 기획과 아티스트 프로모션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 한류의 거점으로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을 빼놓

고 K-POP 문화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K-POP의 인기는 브라질과 남미 지역까지 확산되며 2012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

했다.

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부터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까지 K-POP

이 브라질과 남미 지역에서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L ENTERTAINMENT는 한국의 선진형 IT 기술과 K-POP 문화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K-POP 아티스트와 금융상품의 결합을 

통한 사업모델로 팬들이 직접 투자한 K-POP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고, 

다양한 리워드 및 수익 쉐어 모델을 통한 투명한 팬덤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LL ENTERTAINMENT는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수많은 글로벌 K-POP 팬들

과 아티스트들을 위해 최적화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K-POP 공연 기회

와 이벤트 간편 결제 등을 제공하여 브라질과 남미 지역 수많은 글로벌 팬들에게 

간편하고 손쉽게 새로운 K-POP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LL ENTERTAINMENT 
(SY COMPANY)

기업명

LL ENTERTAINMENT

(SY COMPANY)

설립연도

브라질 2019.06.17

대표

김형석

이메일

kimhs91916478@daum.net

크라우드펀딩 기반 브라질과 남미지역의 컨서트 기획 및 이벤트 진행 09
핀테크 SI

로닥테크놀로지스
소프트런치
이지메이션

하우투비즈랩
FYLTech PTE.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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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식회사

로닥테크놀로지스

설립연도

2020.07.15

대표

김해인

웹사이트

www.rodac.co.kr

이메일

info@rodac.co.uk

뉴럴 네트워크와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실제 사물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결과에 따른 금융 및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AI 모델을 개발

한다. AI와 AR/MR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연결을 원할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닥테크놀로지스
AI 이미지 인식기반 금융, 보험, 구매정보 서비스 제공

고객 1인의 완전한 온·오프라인 구매 여정을 가명 기반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데이

터화 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개인정보 없이 타겟팅할 수 있도록 

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완전한 고객 구매여정(CDJ)를 수집 · 분석하여 기업의 정확하고 확실한 매출 
기회 포착

기업명

소프트런치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7.11.28

대표

배진홍

이메일

jhbae@softlunch.co.kr

소프트런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1. 01.

2020. 10.

2020. 08.

2020. 07.

2020. 03.

2019. 10.

2018. 07.

2017. 11.

인라이트 벤처스 투자유치 / 플랜에이치벤처스 추가 투자 유치

국내 유통 대기업 솔루션 계약 체결 / 개발

중기 벤처부 TIPS 선정

플랜에이치벤처스 투자 유치

KB 스타터스

서울시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E사 전략적 투자 유치

회사 설립 (삼성전자 스핀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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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지메이션

설립연도

2015.09.01

대표

정훈

웹사이트

www.eazymation.com

https://dev2job.com

이메일

admin@eazymation.com

IT 아웃소싱 관리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기획/계약/수행/산출물제출/유지

보수 프로세스를 관리 및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수행/유지보수시에 외주인력의 

내부자원(서버/디비) 접속을 원격에서 수행 및 감시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관리/작업관리/성과관리/배포관리의 네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개발 완료 후 아웃소싱 관리까지 IT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전 과정에 적용 가능.

COVID-19사태에 비대면 원격 작업을 가장 완벽하고 손쉽게 지원. 기존 망분리 

환경에 적합한 원격 작업 제공. 국정원 보안지침중 원격접속시 관리자가 동석해

야 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지원

HTML5를 완벽히 지원, Multi-Hybrid Cloud IaaS지원, Docker Container 배포 

환경을 통한 Auto-Scaling 및 Auto-Deploy, 논리적 HA구성 지원

Dev2Job은 GIT 기반의 IT 개발 이력 관리 및 검증 서비스로 Git을 사용하는 개

발자들의 GIT 계정의 정보를 통하여 IT 개발 이력을 관리.

IT 개발자는 GIT 계정과 프로젝트 등록으로 실제 수행한 검증된 프로젝트 기반

의 개발 이력서를 자동으로 작성 가능. 개발자는 등록 후 개발만 하면, Dev2Job

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개발 이력을 업데이트하여 이력서 제

공.

핀테크를 포함한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라이

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경험자를 

보다 쉽게 검증 가능

Job Posting 서비스를 통해 기업 담당자는 보다 쉽고 편하게 IT 개발자의 이력을 

검증하고 채용 가능.

이지메이션
클라우드 및 가상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문 Tech Start-up

Clouvir (금융권 특화 IT개발/운영 토탈 솔루션)

-

-

-

-

Dev2Job (Git 기반 개발자 자동 이력관리 및 개발자 매칭서비스)

-

-

-

-

창업기업과 스몰비즈니스 사업자가 회계지식 없이 회계와 급여 및 세금을 간편하

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태깅 방식의 자체 자동분개 알고리즘과 스마트 태그(Smart 

Tag) & 에이풀리(A.Pulley) 등 자동화 처리 엔진을 탑재한 모바일 기반 간편 회계

관리 App, 머니핀(MoneyPun)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를 위한 
회계 단순화 · 자동화 기반 모바일 간편 회계관리 APP 머니핀 (MoneyPin)

기업명

(주)하우투비즈랩

설립연도

2017.05.01

대표

김홍락

웹사이트

https://moneypin.biz/

이메일

moneypin@howtobiz.com

하우투비즈랩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07.

2020. 05.

2019. 12.

2019. 06.

2018. 08.

2018. 07.

2018. 02.

신한카드 I'm Ventures 5기 선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DATA-Stars 선정

서울산업진흥원(SBA) 및 원신한퓨처스펀드 시드투자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6월 D.DAY 선정

신보 NEST 4기 선정

서울산업진흥원(SBA) 공개평가형 과제수행

신한 퓨처스랩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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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로 해외간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및 게임 아이템 구매등 중개 서비스

FLYTech PTE.LTD

기업명

FLYTech PTE.LTD

설립연도

2020.01.01

대표

김동환

웹사이트

www.fyltech.com/

이메일

kdph@fyltech.com

해외 모바일 결제 중개 서비스 10
기타 데이콘

디방코

디에스랩글로벌

모스트바이

미식의시대

에이브앱

에이젠글로벌

엑스퀀트

우디

웨이브릿지

이앤에프어드바이저

제이투드림

지속가능발전소

케이크랩스

탱커

텐큐브

플라밍고

핀투비

히숲컴퍼니

Builld Block Inc.

山东东方华茂投資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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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데이콘

설립연도

2018.05.10

대표

김국진

웹사이트

https://dacon.io/

이메일

dacon@dacon.io

데이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매출  2020년 매출 약 12억

고용  2019년 고용인원 : 6명

2020년 (핀테그랩 입주전/후) : 8명/15명

사업성과  총 52개 대회 및 10개 해커톤 개최

누적 대회 참가팀 38,079팀 (국내 최대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누적 지급 상금 3.8억원

투자  2018년 해시그랩 6천만원

인증  NET 신기술 인증 진행예정

SP 인증 진행 예정

기업의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빠르게 해결

짧은 기간에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우수 알고리즘 및 인재 발굴

금융 : 가맹점 매출, 대출, FDS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및 개발

실제 데이터와 해커톤 통해 실무 인공지능 교육

기업의 인공지능 문제해결을 위해 혁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데이콘 경진대회

-

-

데이콘 캠프(해커톤과 교육을 결합)

-

브랜드 주얼리 기반 공유 서비스 (대여)

기업명

디방코

설립연도

2019.11.26

대표

박병윤

웹사이트

www.juubank.com/

이메일

bob.park@juubank.com

디방코

까르띠에, 샤넬, 티파니앤코,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 구찌 등 유명 해외 명품은 

물론 알리기에리, 이에르로르, 페르테 등 엄선된 명품주얼리 컬렉션 보유하고 

있다.

결혼식 하객룩, 데일리룩, 공식적 오피스룩에 어울리는 패션주얼리 단기렌탈 서

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주얼리 대여전문숍 주뱅크(JUUBAN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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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디에스랩글로벌

설립연도

2020.01.13

대표

여승기

웹사이트

https://clickai.ai/

이메일

contact@dslab.global

다양한 기능을 내재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자동개발 End-to-End 플랫폼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도 클릭만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개발 

가능

추론 메타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 과학 전문성이 요

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인공지능 개발 솔루션인 CLICK AI와 인공지능 프리미엄 컨설팅의 조합

수요기업의 산업군에 맞는 인공지능을 단기간에 10개 이상 만들어주는 개발대

행 시스템

CLICK AI의 제품군을 융합하여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전사적 환경을 

제공

디에스랩글로벌
딥러닝 기반의 통합 인공지능 자동개발 플랫폼 : CLICK AI
인공지능 개발대행 컨설팅 및 전사적 통합 솔루션 : CLICK AX

CLICK AI

-

-

-

CLICK AX

-

-

-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특허 출원 3건(개인), 5건(법인)

2020. 12

2020. 11.

2020. 09.

2020. 07.

2019. 12.

벤처기업 자격 취득

기술평가등급 T-5 취득

데이터바우처 및 AI바우처 매칭 다수 (총 매출 1,070,000,000원)

데이터바우처 매칭 다수

신용보증기금 보증 (600,000,000원)

국내 20%의 산모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육아정보 플랫폼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모바일 플랫폼

기업명

주식회사 모스트바이

구) 바이앤어스 

설립연도

2016.11.10

대표

이희창

웹사이트

www.jellyview.co.kr/

이메일

heechang@thecares.com

모스트바이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0. 어센도벤처스 약 5억원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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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를 투자로 연계해 수익을 쉐어하는 수수료 0% 배달중개서비스 제공

- 개인 맞춤형 맛집과 메뉴 추천이 가능한 고도화된 큐레이션 기반의 배달 중개

플랫폼

- 씬파일러(thin filer)들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소상공인 경제 활동

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종합 생활 금융 솔루션 제공

미식의시대

기업명

(주)미식의시대

설립연도

2020.11.08

대표

방남진

웹사이트

www.mealgen.net/

이메일

inside1262@mealgen.net

AI 미식 큐레이터와 간편투자를 더해 
재미와 편리를 담은 배달 중개 플랫폼

- 2014년 09월 설립 이후 금융특화 SNS 서비스 플랫폼 개발 

- 금융 투자정보 제공 기능은 물론 마케팅 Tool 기능을 탑재

- 채팅과 음성방송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IR 서비스 platform으로 확대 

에이브앱

기업명

주식회사 에이브앱

설립연도

2014.09.26

대표

이성록, 김원석

웹사이트

www.aveapp.com

금융특화 SNS 전문기업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국내최초의 Social Trading 서비스 “SSAM”구축 및 운용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하나톡“

- 일본 QUICK사의 Virtual Financial Advisor

- 일본 스톡웨더사의 일본상장사를 위한 비대면 IR 시스템 IR Room

- 자체 금융투자정보 전용SNS “모이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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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솔루션 ABACUS (아바커스)
| AI뱅킹서비스 CreditConnect (크레딧커넥트)

기업명

주식회사 

에이젠글로벌

설립연도

2016.02.15

대표

강정석

웹사이트

www.aizenglobal.com

이메일

contact@aizen.co

에이젠글로벌

ABACUS는 금융특화 머신러닝 자동화 솔루션으로 은행,카드,보험의 AI 전환을 이

끌었으며, 데이터플랫폼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CreditConnect를 통한 뱅킹서비

스의 핵심 금융 의사결정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한국성장금융 핀테크혁신펀드(주요 은행출자) 50억 투자 유치     

- 싱가포르 투자청 MAS Fintech Award 2위

- 우리은행/현대카드/우리카드/사회보장정보원 등 AI솔루션 도입

- 한국경제 핀테크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 과기정통부 AI바우처 사업 4개 부문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고성장클럽 선정

- Intel AI Builders 파트너 선정

-  Plug and Play APAC Fintech 선정

- 홍콩핀테크 위크 솔루션 1위

- 가트너 AI 쿨벤더 등재

- 홍콩SC은행 Top 10 핀테크 기업 선정

- 삼성금융 오픈 콜라보레이션 [삼성화재] 최우수 수상

기업명

주식회사 엑스퀀트 

설립연도

2019.09.06

대표

Chea Srun, 조금택

웹사이트

www.xquant-ai.com

이메일

info@xquant-ai.com

엑스퀀트
비정형 금융 데이터처리 전문기업

당사에서 개발한 TS-Expert는 PDF 및 Word로 작성된 문서로부터 거래정보들을 

추출하여 고객이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함으로써 입력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기

존에 Booking된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대폭 

증대한다.

ESG-Analytix는 최신 인공지능과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 보고서(NGO, 환경단체, 지방자치 문서)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에서 

ESG 관련 부분을 검색하고 영향도를 분석하여 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Tool을 제공한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0.

2020.

시가평가회사와 TS-Exper 서비스 계약체결 및 매출발생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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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행자를 위한 생활금융플랫폼
비대면 환전, 국내/해외 소액환 적립, 적립포인트 이용 부가서비스 제공

기업명

주식회사 우디

설립연도

2015.09.18

대표

권봉균

웹페이지

http://ooddy.net

이메일

info@ooddy.net

우디

버디코인 서비스는 모바일앱과 키오스크 기반의 글로벌 여행자를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이다. 버디코인 서비스는 해외 여행에 필요한 환전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여

행 후에 남는 국내/외 소액환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 구매, 기부, 재환전, 소액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전세계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외국환 관리 서비스로서, 서울시 실증

사업 과제로 선정 되었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성장벤처로 선정된 혁신 서비스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2. - 현재

2020. 12.

2020. 6

2020. 2

2019. 12.

서울 및 수도권 지역내 버디코인 16개점 설치 운영

10억원 투자 유치

한국관광공사 성장관광벤처 선정

국내최초 온/오프라인 연계 무인환전사업권 확보

2020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지원사업 선정(서울산업진흥원)

기업명

주식회사 웨이브릿지

설립연도

2018.11.26

대표

오종욱

웹사이트

www.wavebridgelabs.com

이메일

admin@wavebridgelabs.com

웨이브릿지
금융 투자기관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알프레드 프로 : 

퀀트 투자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리서치, 전략 시뮬레이션, 조회, 주문, 구조화 

상품 평가,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에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 알프레드프로 구성 모듈

a. 퀀트 트레이딩을 위한 전략 시뮬레이션 솔루션 

b. 금융상품(구조화 상품)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 

c. 통합 자산 조회/주문 솔루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11.

2020. 6.

2020. 3.

2020.

2020.

2019. 12.

2019. 11.

투자: Series-A 진행중 

기술보증기금 벤처캠프6기, 우수기업

코트라 Global 300 기업 선정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 보증 (스텝업 기업 선정, 8억원 보증)

BM 특허등록 1건: 제10-0167240호 (가상 화폐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

하는 방법, 시스템 비 일시성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벤처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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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및 금융회사에게 자산운용 전략, 시스템 설계를 제공

기업명

주식회사

이엔에프어드바이저

설립연도

2017.03.15

대표

신준호

웹페이지

www.enfadvisor.com

이메일

enfadvisor@enfadvisor.com

이엔에프어드바이저

- 자산운용전략 자문

연기금, 공공기관, 퇴직연금, 재단 등의 자산운용전략을 제공한다.

-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 설계

보유모델 : 재정추계 모델 보유(특허출원), 다차원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스템, 성과

평가 및 위험분석 시스템, 시나리오 분석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택경기 예

측시스템.

- 세미나

연기금 및 OCIO 등 세미나를 진행한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 05.

2020. 01.

2019. 03.

벤처기업 인증

특허 출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명

제이투드림

설립연도

2018.12.03

대표

이종민

웹사이트

www.j2dream.com

이메일

airshow@j2dream.com

제이투드림
글로벌 스탬프 로열티 서비스

스토어에서 고객관리에 필요한 강력한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스탬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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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기업 ESG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기업명

지속가능발전소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4.05.01

대표

윤덕찬

웹페이지

www.whosgood.org

이메일

info@whosgood.org

지속가능발전소

ESG Performance Analysis : 기업 비재무 리스크 분석 정보 제공

ESG Incident Analysis : 기업별 사건사고 실시간 분석 ESG 리스크 정보 제공

Sustainability Credit Bureau : 지속가능 여신(lending)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비재무(ESG) 신용정보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Naver를 통해 공개한 상장사의 ESG정보 이용자가 2020년 1~11월까지 173만

명, 이용건 370만건 (2016년 11월 이후 누적 이용자 478만명, 이용건 985만건)

2014년 이후 6년만에 선정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4개 사 중 2개 

사가 당사 고객사.

ESG News Alert 서비스 론칭

업무협약 체결(딜로이트 코리아, 환경재단, 에코앤파트너스 2도씨, NH증권, 한

국펀드평가, 현대커머셜)

2020년 국내 특허 등록 2건, 해외 특허등록 1건, 해외 특허출원 3건

2020년 투자유치 : 총 20억원

NH증권과 첫 ESG 인덱스 개발 및 발표

-

-

-

-

-

-

-
기업명

케이크랩스

설립연도

한국 2020.07.07

인도네시아 2019.08

(AI 코딩 스쿨 오픈)

대표

오주현

웹사이트

http://cakeplabs.com

이메일

peter@cakeplabs.com

케이크랩스
동남아시아 금융 API 플랫폼 + 중고 상품도 Buy Now Pay Later 
- Chaca 마켓 We save the trust cost for everyone.

Data Cake - (Embedded fintech)

케이크랩스의 API Market Place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부 거래가 불가능하였

던 중고 상품 직거래 및 소규모 거래를 쉽게 할부 판매 및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부 거래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Chaca Market  중고 상품도 할부로 구매 가능한 지역 기반 중고 마켓

케이크랩스의 금융 API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기반의 중고 상품 거래 플랫

폼을 제공한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신뢰는 높이고 신용 카드 없이도 작

은 신뢰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서비스

 

수상 내역

2020년 POSCO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수료

2020년 POSCO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최우수상 수상

하나금융 그룹 하나-핀테크 New Biz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21.

2020. 10.

2020. 08.

2019. 10. 

Chaca Market (중고상품 거래) 준비중

Chaca Tok SNS 상품 관리 서비스 런칭

Chaca Chatbot 서비스 런칭

인도네시아 개인 금융 서비스 Cakepin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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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서비스 소개

AI 기반의 부동산 시세산정, 대출자동화, 매물 추천/중개 서비스

기업명

탱커주식회사

설립연도

2015.10.26

대표

임현서

웹페이지

https://tanker.fund

https://zipzip.kr

이메일

ask@tanker.fund

탱커

- AI기반의 주택 가격 산출 및 대출심사 자동화서비스, 블리츠

- 개인화된 주택 급매물 검색 서비스, 집집

- 부동산 책임중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IBK기업은행, SK(주)등과 <AI 부동산 자동검토시스템> 협약 체결 

2020년 주요 수상 : 2020스타트업어워즈 우수상 수상, 2020데이터스타즈 

최우수상, 서울금융위크 IR컴피티션 대상, 블록체인진흥주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벤처창업진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2020년 투자유치 : 미래에셋넥스트코리아등 총 15억원

특허 : AI 부동산 시세산정등 총 30건 특허 출원 및 등록

-

-

- 

-

기업명

주식회사 텐큐브

설립연도

2014.06.24

대표

이광진, 김솔

웹사이트

www.tenqube.com

visualbank.io

텐큐브
결제와 구매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결제내역, 온라인 구매 품목, 오프라인 마트 구매 품목 등 소비패턴 관리 및 비주

얼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B2C와 B2B로 제공 중이다. 

특히, B2B로 제공되는 Visual SDK는 재무 진단 SDK, 온오프라인 영수증 연

동 등의 기능을 파트너사의 proprietary app service에서 빠르게 탑재 가능하

며, Company Search API (결제내역 자동분류), Card Linked Offer, On premise 

PKG, 등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Company Search API는 결제내역을 빠르게 분류, 관련 컨텐츠를 생성하여 제공

하기에 오픈뱅킹을 통해 자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와 핀테크업

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다.

비주얼 가계부

-

-

-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주요 제휴 업체로는 IBK 금융, 리치앤코 재무진단, KT CLiP, 하나금융, LG전자 LG

페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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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자영업자 대상 자동화 종합 경영지원 서비스

기업명

플라밍고

대표

김상완

플라밍고

사업장마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자

영업자에게 자동화 종합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장 전반의 매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예측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재구

성, 재설계 해준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매출 상승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부터 시작하여 사업장마다 메뉴 및 매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개요 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업장의 변화나 SNS 리뷰와 같은 즉각적인 변화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 즉, 자영업 전반을 케어해주는 비서와 같은 컨설팅을 수행한다.

기업명

주식회사 핀투비

설립연도

2015.04.23

대표

박상순

웹사이트

www.fin2b.com

이메일

ops@fin2b.com

핀투비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

동남아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기업(Anchor)의 전후방 공급망에 속해있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더파이낸스(매출채권담보대출) 또는 딜러파이낸스

(재고담보대출) 사업 영위를 위한 SaaS(구독경제) 기반의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

스 제공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KB Captial 인도네시아 법인 제공 공급망금융 플랫폼 런칭 예정

KB국민은행 인도 법인 제공  공급망금융플랫폼 런칭 예정

미래에셋 베트남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팩토링 플랫폼을 현지 시

장 최초로 상용화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9/741581/)

우리은행 베트남법인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최초로 은행 대상 벤더 

파이낸싱 플랫폼 출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C6ZNOUK)

2021. 상반기.

2020. 8.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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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기반 비방성 채팅, 이미지, 광고를 자동 차단 및 삭제하는 소프트웨어(SaaS)

기업명

주식회사 히숲컴퍼니

설립연도

2018.07.30

대표

김재원

웹페이지

https://aqoom.chat

이메일

jay.kim@aqoom.com

히숲컴퍼니

메신저 기반 비방성 채팅, 이미지, 광고를 자동 차단 및 삭제하고, 스패머들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경고 누적후 자동 강퇴 및 기존 데이터 삭제

기업명

Build Block Inc.

설립연도

2018.10.18

대표

정지원

웹사이트

www.buildblock.io

이메일

info@buildblock.io

Build Block Inc.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은 개인자산가들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만든다. 

"AI를 활용한 글로벌 부동산 적정가치 & 잠재가치 측정 알고리즘", "해외직접투자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제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

을 만들고 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고객 누적 투자 금액 100억 돌파(론칭 후 1년)

- 누적 투자(지원) 금액 : 30억 원

- Tips R&D 개발 지원사업 선정(AI를 활용한 글로벌 부동산 적정가치&잠재가치 

측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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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이머징 마켓 대상 해외투자 플랫폼

기업명

山东东方华茂投資有限公司

(Sandong Dongfang Huamao 

Investment)

설립연도

2018.05.10

대표

홍승기

山东东方华茂投資有限公司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ai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과학자 교육 

11
애자일랩

Cogent Labs Inc.
QFPay Japan Inc.

TRAXX PAYMENTS PTE



애
자
일
랩

110 111

글로벌 QR결제 비즈니스: 단하나의 단말기나 앱으로 전 세계의 QR코드 결제 서

비스에 대응하고 가맹점은 웹 관리자 계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매출 관리

전자지갑 사용자 대상 제휴 서비스: QR코드 월렛 플랫폼에서 HIS, 그루나비, 

KDDI등 다수의 제휴 기업의 각종 서비스 API를 연동하여 월렛 사용자에게 유명 

레스토랑 예약, 티켓 판매, 숙박 예약 등 제공

맞춤형 광고 비즈니스: QR결제 시 생성되는 전자 티켓, 종이 영수증, 전자 영수

증을 통해 약 5억 건 이상의 광고 제공, 전 세계 제휴 월렛 사용자에게 바이오 정

보, 위치정보 기반의 맞춤형 타겟 광고 제공

-

-

-

기업명

Cogent Labs Inc.

설립연도

2015

대표

Eric Whiteway

웹사이트

www.cogent.co.jp

이메일

support@cogent.co.jp

핀테크분야

기타 · 인공지능, OCR  

Cogent Labs Inc.
첨단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관련 솔루션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수기 및 활자 문자를 간단한 스캔작업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AI OCR 서비스

언어의 종류에 우에 받지 않고 문장의 문맥에 따라 이해하고 의무를 바

탕으로 정확하게 구조화, 분석하는 서비스

금융 시장에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대량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시간 단위 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서비스

Tekaki :

Kaidoku : 

TSF :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모바일 결제 기술과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QFPay Japan Inc.기업명

QFPay Japan Inc.

설립연도

2011.01 

대표

Angie Li

웹페이지

www.qfpay.global/

이메일

jimmy@qfpay.info

핀테크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소개

TRAXX PAYMENTS PTE. LTD.

API를 통해 은행과 가맹점 사이 다통화 결제 · 정산 서비스 제공 

은행과 가맹점 사이 다통화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급결제 처리, 가상 단말기, 전자지갑, 선불카드, mPOS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

기업명

TRAXX PAYMENTS 

PTE. LTD.

설립연도

2012.01

대표

Chong Hao Han

웹사이트

www.traxx.asia

이메일

contact@traxx.biz

핀테크분야

송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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