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핀다 

Financial products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platform  



Problem: 금융결정의 어려움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어떻게 되지? 

상환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은행 금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  

P2P 투자 안전한가? 

기준금리라는게 뭐지?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금융 소비자 데이터 

최적화된 상품 추천  

광고 수수료  

가장 적합한 고객을 
물색하여 가입 연동 

핀다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지식 및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채널 

금융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
는 효율적인 온라인 채널 

금융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온라인 금융상품 플랫폼이 가능할까?  

금융기관이 온라인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지니스를 할까?  



Product: 금융상품의 ‘TripAdvisor’ 
쇼핑하는 것처럼 금융상품 검색부터 신청까지 non-stop 사용자 경험을 선사합니다  

ㅍ ㅍ ㅍㅍ

“사용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소비하는 데에
가장 익숙한 UX”



Product: 다양한 기준으로 상품 비교 
대출 상품, 예적금, P2P 상품 등 191개 금융기관의 3,500여 개 금융상품을 다양한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
다.  

ㅍ ㅍㅍ

“자체적으로 받는 리뷰를 포함,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정보와 
sorting 및 filtering 옵션 제공” 



Product: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추천  
금융상품의 정보를 비교 가능하게 표준화된 DB로 구축하고 그 DB를 금융 소비자의 정보와 매칭하여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특히, 대출 상품의 경우 승인 가능성, 최적 신용대출 계획 및 상환 계획을 추천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정보
연봉, 직업, 연령, 성별, 월비용, 신용등급, 
기존 대출금액, 주거래은행, 월 비용 등

금융상품의 정보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 우대항목, 중도수수료, 연체수수료, 
승인 가능성, 리뷰 등 

MATCHING



Finda’s strength: target acquisition  
2016년 5월 런칭부터 12월까지 총 방문(session) 12배,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150% 이상 페이지뷰(PV)가 증가하고 있
으며, 그 중 신용대출과 P2P투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몰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Online/Mobile  
growth hacking expertise

Contents marketing 
Google SEO

Facebook marketing 
Keywords marketing

CRO  
Branding

PR
Etc.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사이에
306,000 session으로 12배 성장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mom PV 150% 성장   

[티몬 금융몰 페이지 finmall.ticketmonster.biz ]



Finda’s strength: conversion optimization 
핀다는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UI/UX 개선을 통해 서비스 내 conversion rate을 높일 수 있었으며, 고려대, 국민
대, 가천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 대학과 해외  Data scientist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450% 클릭 전환율 개선
신용대출 페이지의 경우 지속적인 채널 최적화 

및 UI/UX 개선을 통해 
2016년 7월 2.2%에서 2017년 1월 18.9%

로 conversion rate 개선  

200개 이상의 행동 tracking
사용자의 200개 이상의 행동을 실시간 

tracking, 행동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연령, 사
용 디바이스, 희망대출금액 등 사용자 프로파
일과 결합하여 모델 정교화 작업 중  

[Finda UI/UX 개선 예]

[Finda data tracking schema 페이지]



Finda’s strength: business operations  
핀다는 이미 핀다의 자체 사이트 및 티몬 금융몰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에서부터 수익 모델, 가격 체계 및  
backend system까지 모두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규사업의 수익화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 

“다양한 1,2금융권 및 P2P 업체와 파트너
십 구축 및 고객 연동”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1금융
권 은행을 포함, 저축은행, 캐피탈, P2P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

Business model 

“다양한 기준의 수익 모델 및  
가격 체계 확립”

 
 CPM, CPC, CPI, CPA, CPS 등  

다양한 기준의 수익 모델을 확립하였으며 업
종, 금융권에 따른 가격 체계 확립  

Backend system 

“Scale-up해도 자동으로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는 backend 구축”

 
Google 광고 시스템 DFP를 도입, 사용자 및 
파트너가 늘어나도 자동으로 타겟 분석 및 다
양한 광고모델 적용을 통해 매출 최적화



Market size 

대출 중개수수료 시장  신용카드 중개수수료 시장  보험 중개수수료 시장 

약 0.5조원 
2015년 기준 

약 1조원 
2014년 기준 

약 1.5조원 
2014년 기준

대출과 보험 중개수수료 시장만으로도 연 2.5조원 이상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기타 마케팅 비용은 제외하고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보험협회 Source: 여신금융협회



Team

이혜민  Hyemin 
CEO & Co-founder

▪ 6개국에서 3번의 연쇄 창업 경험 

• 글로시박스 CSO & co-founder  
국내 최초 섭스크립션 커머스 

• 베베엔코 CEO & co-founder  
유기농 식재료 배송 서비스 

• 눔코리아 President & co-founder  
인공지능을 통한 건강관리 코칭 서비스 

▪ 500 Startup Venture Advisor, 
구글캠퍼스 창업 멘토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학사 

▪ 중국 및 한국 연쇄 창업 및 투자 경험 

• 선샤인 CMO 
대용량 파일 공유 서비스 

• UNHYDE  CEO & co-founder  
패션 디자인 커머스 플랫폼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자산배분팀 

▪ UPenn 도시계획 석사  
(Concentration: 부동산 금융)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박홍민  Hongmin 
CEO & Co-founder

▪ 스타트업, IT 및 예술 분야 마케
팅 전문 스타트업 창업 후 M&A 
경험 

• Project AA* Asian Arts,CEO & 
Founder  

▪ Johnson & Johnson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손보미 Bomi  
VP of Marketing

▪ 학계 및 IT 분야에서 보안, 휴먼컴퓨터 
인터렉션(HCI), 아키텍처링 전문가   

    - Microsoft Research 

    - MIT Lincoln Laboratory 

▪ 창업 후 M&A 경험 

    - ICLUBcentral Inc.,                           

       President & Founder 

▪ Harvard University, CS Ph.D.  

Stuart Schechter 
Executive Tech engineer

개인이 금융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통합 경력 60년 이상의 연쇄창업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Finding one’s unique 
utility curve 

and maximizing it. 



Hyemin Lee
CEO and Co-Founder

+82-10-9549-0858
hyemin@finda.co.kr

For your better financial decision

mailto:hyemin@finda.co.kr


Why FIs cooperate with Finda  

Problem
recognition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of 

alternatives
Purchase

Monitoring
& 

adjustment

FIs

1 2 3 4 5

금융 소비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중 문제 인지(니즈 도출, 상황 파악), 정보 검색, 비교를 통한 금융상품 평가, 구매 과정의 일
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상품 판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Why Now  
비대면채널에서만 상품을 가입하고 찾아볼 수 있는 P2P,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전용 금융기관 및 상품이 출시됨으로써  
지금 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
습니다.   
 
Establishing an online bank  
Facilitate crowd-funding 
Ease regulations  
Allow online loan/mortgage, insurance and credit card sales  
 
Finda awards 
핀테크 데모데이 핀테크 스타트업 선정 (FSS, March 2016) 
ICT유망기술지원사업 ICT금융 사업 선정 (NIPA, May 2016) 
KEB 하나금융그룹 1Q랩 핀테크 스타트업 선정 (July 2016) 
매경핀테크어워드 장려상 수상 (Sep 2016) 
구글 선정 4th Google Partner Summit 한국 대표 창업가 선정 (Sep 2016)    



Marketing: 콘텐츠를 통한 확실한 유입 
핀다에서는 주 20회 이상 금융 관련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오가닉한 고객 유입이 전체 유입의 80%를 넘습니
다.  



Marketing: Finda in media  

한국 창업자 대표로 구글 알파벳 회장과  
세션을 갖은 이혜민 대표  

한국경제 TV에서 2주에 1번  
스타트업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창업 멘토로 활동 

4번째 창업 스토리와  
회사 및 서비스에 대한 160건 이상의 소개 

지난 10개월 동안 총 300건 이상 핀다 소개 및 창업 스토리가 기사로 연재되는 등 미디어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History
History 

2015. 10  (주)핀다 설립 
2016. 01  시드 투자 유치, 베타 서비스 오픈   
2016. 04  핀다(www.finda.co.kr) 출시 (대출, 예적금, P2P) 
2016. 05  핀테크 대표 스타트업 선정 (7차 핀테크 데모데이) 
2016. 06  금융기관 5개 업체와 MOU 완료 
2016. 07  KEB 하나은행 전략적 제휴 체결 
                MG낙원새마을금고 신용대출 O2O 서비스 제휴 체결 
2016. 09  금융기관 9개 업체와 MOU 완료 
                매경핀테크어워드 수상 
     Pre-series A 투자 유치 

    4th Google Partner Summit 아시아대표 창업가 선정 
  
2016. 10  티켓몬스터와 금융몰 구축을 위한 전략적제휴 체결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1기 선정   
2017. 01  신한 퓨처스랩 전략적 제휴 체결 
2017. 02  티몬 x 핀다 금융몰 서비스 오픈 
2017. 03  금융기관 20개 업체와 MOU 완료 
  

Investors

Partner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