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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과 연계 

제14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 핀테크 지원센터, ’16년도 주요 운영성과 발표 

 ❶ 208개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사업성 검토 등 맞춤형 상담 실시

 ❷ 12회 국내외 Demo Day 개최를 통해 72개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 및 금융사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17년에도 국내외 핀테크 Demo Day를 지속 개최하되, 실질적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VC‧엑셀러레이터와 연계 추진 

1  제14차 핀테크 Demo Day 행사 개요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과 연계하여「제14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

ㅇ 오늘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홍모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한 16개 은행장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  

ㅇ 금번 Demo Day 행사에서는  

❶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 및 부스 전시와 함께,

❷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의 ’16년도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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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주요내용

 가.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

□ 오늘 개최되는 제14차 Demo Day는 금년 중 국내에서 개최

되는 마지막 Demo Day이자 11번째 행사로서,

※ ’16년도 국내 외 핀테크 Demo Day 개최 실적

- (국내) 제7차(’16.3월)～제14차(’16.12월) Demo Day까지 총 8회 개최

- (해외) 동남아시아(’16.6월), 런던(’16.7월), 실리콘밸리(’16.11월) 총 3회 개최

ㅇ 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은행계좌 조회 및 

잔고이전, 계좌해지 등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연 행사와 연계하여 더욱 의미가 깊음

□ 이번 행사에서는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각자 자사의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 기술 시연 업체명 및 서비스 개요 > 

참여 업체 서비스 개요

㈜마더테란

▸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 전화번호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 전화번호와 암호화 키가 저장된 스마트폰 부착형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 스티커를 가맹점 단말기에
터치하여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알루플러스

▸ 간편 송금이 가능한 경조사 초대장 플랫폼

∘ 초대장과 연동된 플랫폼에서 축의금 등 경조금을 간편
하게 송금하고, 송금인에게 감사장, 감사선물(기프티콘,
온라인 상품권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제공

㈜코코아

▸ 중소 창업기업 대상 통합관리 솔루션

∘ 회계 관리, 매입/매출관리, 상품/재고관리, 급여/경비관리,
세무대행 서비스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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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6년도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성과 발표

□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금년 핀테크 Demo Day 개최를 

비롯한 핀테크 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 

ㅇ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적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총 2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법률 특허 등 맞춤형 상담을 실시(’16.11.30일 기준)

< 사업분야별 상담건수 >

연도 모바일
지급결제

외화
송금

금융
플랫폼

P2P/
크라우드펀딩

개인자산
관리

보안
인증 기타 계

’15년 76 18 44 46 26 47 19 276

’16년 26 17 55 42 32 26 10 208

계 102 35 99 88 58 73 29 484

ㅇ 성장잠재력이 있는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시연하고 금융사

와의 연계를 지원하고자 총 12회* 핀테크 Demo day를 개최

* ’16.12.22일 개최예정인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이 포함된 수치로
’15.3월 개소 이후 누계는 국내 14회, 해외 5회 총 19회임

- 국내 Demo Day를 통해 41개, 해외 Demo Day를 통해 31개

총 72개의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기술을 소개 시연하였으며,

- 이 중 국내 Demo Day를 통해 11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1:1 멘토링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연계 서비스 등을 출시

㈜핀마트

▸ 모바일 앱 기반의 대출정보 비교견적 서비스

∘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조건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인대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에게는 저비용의 대출소비자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두리

▸ P2P(Peer to Peer) 보험 서비스

∘ 동일한 위험에 대해 그룹핑(ex: 펫보험 가입을 원하는 애견인
그룹)을 하고, 일정 수 이상의 멤버가 모이면 보험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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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업-금융사간 협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사례 >

핀테크 기업명 금융회사명 서비스 개요

AT솔루션 KB국민은행
스마트폰 USIM에 전용인증서를 저장하여
별도 보안매체 없이 이용 가능한 ‘KB든든
간편인증’ 서비스 출시

TA네트웍스 KB국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시 필요한 신분증을 스마
트폰으로 촬영하여 송부할 수 있는 ‘KB
ONE스캔’ 서비스 출시

스케일체인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골드바 구매
교환증 및 보증서를 발급하는 ‘골드안심
서비스’ 출시

디셈버/데이터앤
애널리틱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로봇 자산관리
서비스 ‘엠폴리오’ 공동출시

㈜핀테크
KEB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연계한 소상공인 대출상품 ‘1Q셀러론’ 출시

㈜파워보이스 BC카드
화자 Voice 인증을 통한 ‘보이스인증’ 서비스
출시(12월중 대고객 서비스 오픈 예정)

아이비솔루션즈 대구은행
가맹점 단말기에서 현금카드로 조회/이체가
가능한 가맹점 점주 특화 ‘Shop-ATM
서비스’ 출시

- 핀테크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주요 거점국을 중심으로 해외 

Demo Day를 개최한 결과, 핀테크 지원기관간 협력 MOU

체결*을 비롯한 투자유치, 수출계약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

* 영국(Level39, ’15.5월), 호주(Stone&Chalk, ’16.4월), 프랑스(French Tech Hub
Seoul, ’16.5월), 싱가포르(핀테크 컨소시엄, ’16.6월), 미국(500 Startups,
Silicon Valley Forum, ’16.11월) 등 총 6개 기관과 MOU 체결

※「핀테크 데모데이 in London」 주요 성과

① (투자 유치) ㈜자영테크, 英 SC그룹으로부터 총 25만불 투자 유치

② (수출 계약)
- 에버스핀-오라클, 보안 솔루션 공동마케팅 계약(3년내 1,000만불 매출)
- ㈜인터페이-Trustonic, Intercede, 인증 플랫폼 공동마케팅 계약
(3년내 2,000만불 매출)

③ (현지 서비스 런칭) KEB하나은행, '1Q Transfer(외환송금)‘ 서비스 현지 출시

□ 한편, 정유신 센터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상담, Demo Day 개최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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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2.22일 중국 베이징

에서 올해 마지막 해외 Demo Day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

ㅇ 특히, 국내 ICT기업과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K-Global 차이나(’16.12.21~12.22)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KOTRA, NIPA
(주요 프로그램) ICT혁신포럼, 수출상담회, 스타트업IR, 핀테크 세미나 등

□ 한편, 지난 2년간의 Demo Day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17년에도 

핀테크 Dem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ㅇ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 연간 계획수립 및 행사준비기(1월), 기업 금융사 하계 휴가기(8월)를 제외
하고 매월 개최

** 핀테크 기업들의 Demo Day 참여를 촉진하고자 ’17년도 상반기 Demo
Day 개최계획(안)을 사전에 공개(붙임 참조)

ㅇ 금융사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VC 엑셀러레이터도 초청할 계획이며,

* (예시) 핀테크 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한 해외 VC 엑셀러레이터를 초빙,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소개 및 해당 기관과의 연계 추진 등

ㅇ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럽, 동남아시아,

홍콩 등에서 해외 Demo Day 개최를 추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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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년도 상반기 핀테크 Demo Day 개최계획(안)

※ 행사계획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17년도 K-Global 행사(안): Frankfurt(’17.6월), Silicon Valley(’17.10월), Shanghai(’17.12월)

구분 행사계획
1월 지원센터, 기업 등 연간 계획수립 및 행사준비기

2월

행사명 핀테크 타운홀 미팅

주요 내용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개최
* (참고) ’16.9월, 핀테크 지원센터 주관 타운홀 미팅 개최

참여 기관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Demo Day 기술 시연 : 참여 신청사(5개 내외)

3월

행사명 금융사-지원센터 공동 핀테크 Demo Day

주요 내용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지원센터 참여
금융사와의 공동 Demo Day 개최

참여 기관

•금융위 금감원, 국내 VC 엑셀러레이터 등
•핀테크 지원센터 참여 금융사 중 Demo Day 개최
희망 금융사
•Demo Day 기술 시연 : 금융사 멘토링 참여 기업 중
신청사(10개 내외)

4월

행사명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주요 내용

•대학교 창업동아리, 예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참고) ’15.9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회 개최
* (추진일정) ’17.2～3월 공모기간, ’17.4월중 서면/대면심사
•핀테크 기업 Demo Day 개최

참여 기관
•금융위 금감원, 공모전 입상자, 금융회사 등
•Demo Day 기술 시연 : 참여 신청사(5개 내외)

5월

행사명 AI를 주제로 한 핀테크 Demo Day

주요 내용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최종심의 통과(’17.4월
예정) 일정과 연계 개최
•AI(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전문가 강연
•핀테크 기업 Demo Day 개최

참여 기관
•금융위 금감원, 국내 VC 엑셀러레이터, 금융회사 등
•Demo Day 기술 시연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최종심의 통과 기업 및 참여 신청사(10개 내외)

6월

행사명 핀테크 Demo Day in Europe

주요 내용

•’17년도 K-Global 행사1)와 연계하여 독일 프랑크
프루트에서 핀테크 Demo Day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와 협력 의사가 있는 스위스, 네덜
란드의 핀테크 지원기관과 공동 Demo Day 개최

참여 기관
•금융위 금감원, 해외 VC 엑셀러레이터 등
* 미래부 KOTRA NIPA 참여
•Demo Day 기술 시연 : 참여 신청사(10개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