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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개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4명)

- 이로써‘18년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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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①

고객의 기존

②

가상계좌를 활용

③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

피노텍

부산은행, 수협은행

* 1차(우리은행, NH농협은행), 2차(IBK기업은행) 지정대리인 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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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ㅇ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를 이용․분석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율, 판매정보 등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디에스솔루션즈

국민은행

☞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ㅇ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
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어니스트펀드

신한카드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향후 계획

□ 제5차 지정대리인은‘20.1.2.(목)부터 3.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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