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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개
1. 인사말
2. 행사개요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

인사말

행사개요
소개

｜핀테크｜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간편결제·송금, P2P, 크라우드펀딩,
인슈어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핀테크의
인지도를 높이고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국민 박람회입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지는 5월의 기운을 담아,
미래 금융의 동력인 「Korea Fintech Week 2019」를 개최합니다.
「Korea Fintech Week 2019」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핀테크 박람회로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와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와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국내·외 금융당국, 국제기구, 핀테크 기업 등이 핀테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방안 모색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한국 핀테크 산업을 알리고
더 나아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Fintech Week 2019」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앞으로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핀테크 투자 확대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주요 투자자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와 스케일업(Scale-up)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에 이바지

일자리 창출
핀테크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창업·취업과 연결, 일자리 발굴

체험·공감 통한 핀테크 확산
금융위원장

최종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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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미래 세대인 어린이부터, 실버 세대까지 국민 누구나 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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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사장 안내
1. 행사장 소개
2. 부스 배치도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

행사장 소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 알림 1관, 국제회의장

메인이벤트관

상담관

개막식 및 기조연설, 아이디어 공모전,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등 200여명 규모의 오픈형 이벤트 진행

메인이벤트관

준비실
(부대행사)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장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주제별 세미나,
실버 금융상담 등 참가대상이 확실한 강연,
토론형식 프로그램 진행

상시전시관

상담관
 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멘토링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해
10여개 상담 테이블로 구성

준비실
커피스테이션, 경품 수령처 등 부대 행사 운영
출구

출구

EXIT

EXIT

알림2관

준비실

알림1관

출구
EXIT

출구

국제회의장

청계천 방면

출구
EXIT

EXIT

출구
EXIT

출구
EXIT

안내소
지하철/역

출구
EXIT

출구
출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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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부스 배치도(카테고리별 가나다순)

핀테크 주제관
구분

금융핀테크관

P2P

부스번호

데일리펀딩

C-ㅍ1

어니스트펀드

C-3

참가업체명

부스번호

주식회사 피플펀드컴퍼니

C-4

IBK기업은행

A-5

주식회사 핀툴

C-2

KB금융그룹

A-6

주식회사 디렉셔널

D-3

KEB하나은행

A-2

마이뱅크 주식회사

D-5

NH농협은행

A-3

㈜코스콤

D-4

VISA

A-11

팀윙크

D-8

교보생명

A-8

㈜페르소나시스템

D-2
D-1

금융
플랫폼

미래에셋대우

A-12

㈜핀다

비씨카드

A-7

핀테크

D-6

삼성

A-10

한국신용정보원

D-7

㈜씽크풀

E-3

㈜에스비씨엔

E-1

신한금융그룹

A-4

우리금융그룹

A-1

한화

A-9

로보
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

핀테크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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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명

엠로보

E-4

콰라소프트

E-2

금융감독원

F-1

(주)스몰티켓

F-3

주식회사 에임스

F-2

참가업체명

부스번호

투비콘

F-4

뱅크샐러드

B-8

㈜13마일

G-8

삼성전자 주식회사

B-9

금융보안원

G-1

에이젠글로벌

B-4

더페이

G-6

와디즈

B-1

주식회사 모바일퉁

G-7

주식회사 위닝아이

B-7

주식회사 우디

G-2

인포소닉

G-4

페이민트 주식회사

G-5

주식회사 페이플

G-3

브로콜리

H-2

㈜부자앱컴퍼니

H-4

㈜빅밸류

H-3

주식회사 집펀드

H-1

㈜카카오페이

B-3

㈜페이콕

B-2

㈜피노텍

B-5

핀트

B-6

㈜한국NFC

B-10

지급/결제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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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안내
1. 전체 프로그램
2. 일자별 개요
3. 세부 프로그램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

상시

일자별 개요

비즈니스 Day

청춘 Day

패밀리 Day

5월 23일(목), 1일차

5월 24일(금), 2일차

5월 25일(토), 3일차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 부스 운영 >
1. 핀테크 체험관·주제관
•각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2. 금융핀테크관
•금융회사의 신규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DAY1]
비즈니스 Day
5월 23일(목)

< 체험행사 >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 입체 사진관

10:00~11:00

개막식 및 기조연설
채용
설명회

11:00~12:00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12:00~13:00

Break

13:00~14:00

14:00~15:00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아이디어
공모전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어른을 위한
(디지털 디바이드
금융강의
해소를 위한)
(현명하게
실버 금융상담
핀테크 활용하기)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어린이 금융교육
(미리 알아보는
핀테크)

Break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17:00~18:00

5월 24일(금)

경품추첨

자본시장과
핀테크
-

18:00~19:00
네트워킹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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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2]
청춘 Day

핀테크
어워즈

Break

19:00~20:00

핀테크 관련 산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에게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업무와 인재상을 소개하고, 핀테크
아이디어 발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멘토링
인슈어테크

레그테크
섭테크
쇼케이스

핀테크 기업의 성공스토리 확산,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전략 모색, 글로벌 핀테크 동향을
공유하여 핀테크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Break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Break

16:00~17:00

-

Break

Break

15:00~16:00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프로그램 안내

전체 프로그램

[DAY3]
패밀리 Day
5월 25일(토)

핀테크에 대해 알기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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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DAY1

DAY1

비즈니스 Day

비즈니스 Day

5월 23일(목)

5월 23일(목)

메인 이벤트관
개막식 및 기조연설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일

시 10:00 ~ 11:00

일

시 13:00 ~ 15:00

대

상 국내·외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국내·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대

상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규

모 200여명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 당국·글로벌
컨설팅사·해외 핀테크랩 운영 금융회사·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모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합니다.
발
표

주요내용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막을 알리고,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가 가져온 금융의 변화를
공유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기조연설
구분

발표자

기조연설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2

Douglas Feagin, Ant Financial, Presid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Group

기조연설3

Matt Dill, VISA Global Head, Strategic Partnership and Ventures

기조연설4

Simon Smith,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표 주제

발표자

금융감독원 - 딜로이트 해외진출업무 협력 MOU

유광열 수석부원장(금융감독원) /
홍종성 대표(딜로이트)

발표1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김유석 상무(딜로이트)

발표2

베트남 핀테크 산업 IR

Vo Anh Trung(베트남 재무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발표3

호주 핀테크 산업 IR

Elvira Sojli(호주)

일

시 11:00 ~ 12:00

발표4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IR 및 Go-jek의 성공사례

Andrew Lee(인도네시아 Go-jek)

대

상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방문자

발표5

핀테크 랩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조영서 본부장(신한금융지주)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 대표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도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발

표

구분

발표자

발표1

류영준 대표(카카오페이)

발표2

김태훈 대표(뱅크샐러드)

발표3

이승건 대표(비바리퍼블리카(토스))

14

질의응답(참석자 전원)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일

시 16:00 ~ 18:00

대

상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서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관련 부서 관계자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 핀테크를 활용하여 금융 규제준수 및 금융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레그테크·섭테크)을
소개하고, 전문기업의 상품 발표와 시연을 통해 핀테크-레그테크-섭테크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MOU : 레그테크 연구 협력 MOU(금융감독원-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 쇼케이스 : 레그테크/섭테크 전문기업(6개사)
㈜유니타스, ㈜닉컴퍼니, ㈜에임스, ㈜옥타솔루션, ㈜코스콤,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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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DAY1

DAY1

비즈니스 Day

비즈니스 Day

5월 23일(목)

5월 23일(목)

상담관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일

시 15:30 ~ 18:00

일

시 16:00 ~ 18:00

대

상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국내외 투자기관

대

상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국내외 금융당국·연구기관 등

규

모 120여명

규

모 100여명

주요내용 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가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를 진행합니다.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여, 각국의 핀테크 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발

표

발표 주제

발표자

발표1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조재박 본부장(삼정 KPMG 디지털본부)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발표2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발전방향

김종현 상무(한국투자파트너스)

일

시 13:00 ~ 15:00

발표3

해외 각국의 핀테크 도입 현황 및 협력 사례

하윤정 박사(World Bank)

대

상 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기관(VC,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등)

발표4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

Sopnendu Mohanty(싱가포르 통화청)

규

모 100여명

발표5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핀테크

Kaarel Ots(나스닥 탈린 경영위원회)

발표6

베트남의 핀테크 동향과 진행중인 정책

Ngo Van Duc(베트남 중앙은행 )

발표7

스위스의 핀테크 정책 및 동향

Marc Rudolf(스위스 취리히 투자청)

국제회의장

주요내용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을
진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

표

내 용

기업명
[Open Collaboration을 통한 금융혁신] / 원기찬 대표이사(삼성카드)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센트비
에스비씨엔
에이젠글로벌
기업 IR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파운트
페이콕
피노텍
핀다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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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DAY2

DAY2

청춘 Day

청춘 Day

5월 24일(금)

5월 24일(금)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채용설명회

세미나Ⅰ.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일

시 10:00 ~ 12:00

일

시 10:00 ~ 12:00

대

상 핀테크 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취업자

대

상 국내외 금융당국 및 연구기관,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등

규

모 200여명

규

모 100여명

주요내용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금융공기업 핀테크 부서의 업무를 소개하고 인재상 등 채용정보를 안내
합니다.
참가기업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금융결제원, 코스콤, 미래에셋대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투자증권, BC카드, KB국민은행, VISA

아이디어 공모전
일

시 13:00 ~ 15:00

대

상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자(9팀) 및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 관심이 있는 모든 방문자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핀테크와 관련된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모전 수상 예정자(9팀)의 아이디어를
피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핀테크 어워즈
일

시 15:30 ~ 18:00

대

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예정자(19팀) 및 우수 핀테크 기업(10팀)을 포함한 모든 방문자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세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규제 샌드
박스 제도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금융당국·핀테크 기업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발

표

사례 주제

발표자

샌드박스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경험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한국금융연구원)

Case study 1 유럽지역 샌드박스 현황과 의의

André Küüsvek(EBRD)

Case study 2 싱가포르 샌드박스 운영 사례

KEN Chua(싱가포르 통화청)

Case study 3 말레이시아 샌드박스 경험 사례

Ridzuan Aziz(말레이시아 핀테크협회장)

샌드박스 평가 및 정책 제언

Ivan Mortimer-Schutts(IFC, World Bank Group)

종합토론
박형주 부장(KB국민은행)
정지원 대표(디렉셔널)
최재웅 이사(뱅크샐러드)
허정윤 교수(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김용태 부국장(금융감독원)
정유신 이사장(한국핀테크지원센터)
김우섭 대표이사(피노텍)

좌장: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한국금융연구원)

상담관
멘토링
일

시 13:00 ~ 18:00

대

상 핀테크 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취업자

규

모 120여명

주요내용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금융공기업 핀테크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 등 회사 생활, 입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예비취업자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참가기업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금융결제원, 코스콤, 미래에셋대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투자증권, BC카드, KB국민은행, VIS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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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핀테크위크 2019

세부 프로그램

DAY2

DAY2

청춘 Day

청춘 Day

5월 24일(금)

5월 24일(금)

프로그램 안내

세부 프로그램

세미나 Ⅱ.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세미나 Ⅳ. 자본시장과 핀테크

일

시 13:00 ~ 15:00

일

시 16:30 ~ 18:00

대

상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핀테크 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방문자

대

규

모 100여명

상 금융투자부문의 핀테크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주요내용 핀테크와 연관된 핵심 기술 부문(5G, 클라우딩, 블록체인, AI, 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발전상과
변화하고 있는 금융의 혁신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의 핀테크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합니다.

규

모 120여명

발

발

표

발표 주제

주요내용 로보어드바이저, AI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
합니다.
표

발표자

발표 주제

발표자

자본시장과 핀테크 : 현재와 미래

이성복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발표1

핀테크와 금융혁신

권대영 단장(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발표1

발표2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전과 금융

Natalie Nguyen(Hyper Anna CEO)

발표2

Fin이 바라보는 Tech

김남영 대표(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정인영 대표(디셈버앤컴퍼니)
손상현 대표(SBCN)

발표3

클라우딩 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미래

석동한 상무(코스콤),
한상영 상무(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발표3

핀테크가 가져올 자산운용업의 변화:
Live Service로의 접근

발표4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의 미래

최지영 이사(아이콘루프 공공사업담당)

발표4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종합토론
발표자 전체, 강영수 과장(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발표5

5G와 핀테크

토마스 고 상무(삼성전자)

발표6

간편결제로 인한 금융의 BM혁신

김지현 연구위원(SK 경영경제연구소)

좌장: 이원부 교수(동국대)

세미나 Ⅲ. 인슈어테크
일

시 15:00 ~ 16:30

대

상 인슈어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규

모 100여명

주요내용 국내외 인슈어테크 사례를 통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발

표

발표 주제

발표자

발표1

한국형 인슈어테크 발전방향

명기준 대표(디레몬)

발표2

해외 인슈어테크 사례

양경희 팀장(보험개발원)

발표3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종합토론
송승재 회장(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정은 대표(스몰티켓), 최용민 상무(한화손해보험),
하주식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20

좌장: 류성경 교수(동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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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DAY3

체험행사

패밀리 Day
5월 25일(토)

메인 이벤트관
어른을 위한 금융강의(현명하게 핀테크 활용하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일

시 10:00 ~ 12:00

일

시

[상 시] 5월 23일(목) ~ 25일(토)

대

상 모든 참관객

장

소

전체 부스

규

모 200여명

대

상

모든 참관객

규

모

5,000여명

주요내용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생활(모바일 카드, 비대면 계좌개설, 신용관리, 재테크 설계, 보험관리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주요내용

각 부스(핀테크 체험관, 핀테크 주제관, 금융핀테크관)에 방문·참여 후 부스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도장 획득 시 커피트럭에서 커피 제공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일

시 13:00 ~ 15:30

대

상 모든 참관객

규

모 200여명

주요내용 학생, 부모, 기관 또는 기업의 관계자 누구나 참가하여 핀테크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들을
풀면서 핀테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퀴즈쇼

핀테크 입체 사진관
일

시

[상 시] 5월 23일(목) ~ 25일(토)

장

소

국제회의장 입구 앞 VR 포토존

대

상

모든 참관객

규

모

5,000여명

주요내용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 중에서 참관객이 직접 선택·촬영하여 행사를
기념하고 개인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VR 포토존

국제회의장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실버 금융상담
일

시 10:00 ~ 12:00

대

상 금융상담이 필요한 시니어

규

모 50여명

주요내용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습하는 체험형 교육(KTX·SRT·고속버스 예매, 간편결제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하기)이 진행됩니다.

어린이 금융교육(미리 알아보는 핀테크)
일

시 13:00 ~ 16:00

대

상 초등 3 ~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규

모 60여명

주요내용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용돈 관리 방법, 보드게임을 활용한 용돈 기입장 작성 등
금융에 알기 쉽게 접근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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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Welcome

Message from the
FSC Chairman
2. Event Overview

KoreaFintechweek 2019

Introduction

Welcome Message from the FSC Chairman

Event Overview

｜Fintech｜
A compound of “finance” and “technology,” which is used
to describe a new type of financial technologies. Typical
examples of Fintech include EasyPay, wire transfer, peerto-peer(P2P) lending, crowdfunding, Insurtech, and roboadvisor

Greetings from Seoul!
Filled with invigorating freshness and greenness of May,
the Korea Fintech Week 2019, which will be held May 23 to 25,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 breakthrough innovation in the finance industry.
As the first global Fintech event held by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intech Week｜
A national exposition about Fintech, which drives finance
innova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held
to provide diverse hands-on events and seminars for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Fintech, invigorate the
Fintech ecosystem, and invite investment and overseas
expansion as a venue of advertisement of Fintech
companies

the Korea Fintech Week 2019 will offer
a variety of seminars and experience sessions,
so that you can be exposed to global Fintech trends
and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Fintech industry.
Adding your passion and expertise to the Korea Fintech Week 2019
will vitalize the Korean Fintech industry.
Your participation in the event will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Fintech industry
to take a momentous leap forward as an international hub of Fintech industry.
I woul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attention and support
in making this year’s exposition successful
and developing it into a world-class event in the future.

Facilitating Global Networking
Discussions on global Fintech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Promoting the Fintech Industry
Presentations on digital trans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cutting-edge technologies
of Fintech firms, and new business models created by the regulatory sandbox

Expand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Rs and global business meetings to seek promising Fintech firms and match them with
potential investors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sulting services for students and job seekers who have a keen interest in the Fintech
industry

Gaining a Hands-on Fintech Experience
Sincerely,

Activities that participants can experience practical and daily Fintech services

Jongku Choi
FSC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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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Venue
Information
1. About Venue
2. Booth Layout

KoreaFintechweek 2019

About Venue

Art Hall 1 and Int’l Conference Hall at Seoul Dongdaemun Design Plaza(DDP)

Main Event Hall

Consulting
Hall

Main
Event Hall

Open-type event with 200 participants, i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and Keynotes, the Fintech
Pitch Contest, and the Fintech Live Quiz Show

Preparation
Roo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Lecture-and discussion-type that the attendees
are sure-to-be-targeted, including the Fintech
Company Investment day. the Global cases on
sandbox practices Finance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s

Booth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Consulting Hall
The place where counseling and mentoring are
conducted, consisting of 10 counseling tables
Preparation Room

EXIT

Preparation Room

EXIT

The place for additional events that contains coffee
station, prize recipient, etc.

Art Hall1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EXIT

Design
Exhibition Hall

EXIT

Parking
Lot
EXIT

EXIT
EXIT

Information Center

Cafes &
Restaurants

Subway Station

EXIT

EXIT

30

Cafes &
Restaurants

EXIT

Escalator
Elevator

Fintech Thematic Booth

Booth Layout(Alphabetical Sorting by Category)

Themes

Financial Booth

P2P

Participating Companies Booth No.
Industrial Bank of Korea

A-5

KB Financial Group

A-6

KEB HANA BANK

A-2

NongHyup Bank

A-3

Visa International Asia
Pacific Korea Ltd.

A-11

Participating Companies

Booth No.

DAILYFUNDING

C-1

HonestFund

C-3

PeopleFund Company

C-4

Fintool Inc.

C-2

Directional Inc.

D-3

Mibank Incorporated

D-5

Koscom Corporation

D-4

teamwink
Financial
Platform Persona System Co., Ltd.

Main Event Hall

Consulting Hall

D-2

FINDA

D-1

Kyobo Life

A-8

Mirae Asset Daewoo

A-12

Fintech

D-6

BC card

A-7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D-7

ThinkPool Co.,Ltd

E-3

SBCN

E-1

SAMSUNG

A-10

Shinhan Financial Group

A-4

WOORI FINANCIAL GROUP

A-1

Hanwha

A-9

RoboAdvisor

Preparation Room

Insurtech

Fintech Experience Booth
Participating Companies Booth No.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M-Robo

E-4

QARAsoft

E-2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1

Smallticket CO., LTD.

F-3

AIMS

F-2

Tobecon

F-4

13miLe.Co.,Ltd

G-8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G-1

ThePay

G-6

Mobile Toong Co., Ltd

G-7

OODDY Co.,Ltd.

G-2

Infosonic Inc.

G-4

banksalad

B-8

Samsung Electronics
Co., Ltd.

B-9

AIZEN Global

B-4

Wadiz

B-1

WINNING.I COMPANY
LIMITED

B-7

kakaopay corp.

B-3

PAYCOQ Co., Ltd.

B-2

Paymint Inc.

G-5

Finotek Co., Ltd.

B-5

Payple Inc.

G-3

Fint

B-6

broccoli

H-2

HankookNFC Inc.

B-10

VR Pho
to

Zone
Registra
tion Des
k

Payment
&
Settlement

BOOZA APP Company
Asset
Management
Bigvalue
Zipfu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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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H-4
H-3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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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rograms
1. Programs at a Glance
2. Program Overview
3. Program Details

KoreaFintechweek 2019

Business Day
Thursday, May 23

International Consulting
Main
Conference
Event Hall
Hall
Hall

Available at
All Times

Program Overview

Youth Day

Family Day

Friday, May 24
Main
Event Hall

Saturday, May 25

International Consulting
Conference
Hall
Hall

Main
Event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 Booths >
1. Fintech Booths(Fintech Thematic Booths, Fintech Experience Booths)
•Company representatives from each area of the Fintech industry will offer hands-on experience
and run promotional events
2. Finance Booths
•Financial companies will showcase their innovative Fintech services
< Experience Sessions >
•Mobile Stamp Tour, Fintech 3D Photo Studio

10:00~11:00

11:00~12:00

Opening Ceremony & Keynotes

Best Fintech Cases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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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ases on
Career Fair
Sandbox
Practices

Programs

Programs at a Glance

-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Adult :
A Wise Use of
Fintech

[DAY1]
Business Day
Thursday,
May 23

We will provide the opportunities to spread the best
practices of Fintech companies, seek strategies for
Fintech companies’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expanded investment, and share global Fintech
trends to expand Fintech businesses.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Networking Break

Global
Expansion
for Fintech
Firms

Fintech Company
Investment Day

Networking Break

Fintech
Regtech
and
& Suptech
Financial
Show–
Policy
cases
Trend

Fintech
Pitch
Contest

Networking Networking
Break
Break

Business
Meeting

Networking Reception

Fintech
Awards

Fintech and
4th Industry
Revolution

Men–
toring for
Insurtech Students

Capital
Market
and
Fintech

-

Fintech Live Quiz
Show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Kids

A seminar will be held with experts on diverse
themes during which the representatives of
financial and Fintech companies will introduce their
work and the model employees they seek, as well
as present Fintech ideas to youth highly interested
in Fintech-related industries.

[DAY2]
Youth Day
Friday,
May 24

Prize Draws

-

[DAY3]
Family Day
Saturday,
May 25

An experience-based educational program customized
to all age groups, from children to senior citizens, will
be held so that anyone may easily understand and
comfortably approach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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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Fintechweek 2019

Program Details

DAY1

DAY1

Business Day

Business Day

Thursday, May 23

Thursday, May 23

Programs

Program Details

Main Event Hall
Opening Ceremony & Keynotes

Global Expansion for Fintech Firms

T i m e 10:00 ~ 11:00

T i m e 13:00 ~ 15:00

Attendees

Attendees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the
global market

Representativ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financial authorities and related agencies

S c a l e 200 people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The start of Korea Fintech Week 2019 will be announced, the changes to finance that
Fintech has brought about will be shared through the keynote address, and a blueprint
for the Fintech industry’s development direction will be presented.

Description The representatives of famous international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managing
Fintech labs overseas, global consulting firms, and foreign financial authorities will gather,
as well as provide information and discuss strategies necessary for Fintech companies’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to support Korean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development of new markets.

Keynotes
Classification

Presenter

Keynote Address 1

Choi, Jongku, Chairman(Financial Service Commission)

Keynote Address 2

Douglas Feagin, Presid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Group(Ant Financial)

Keynote Address 3

Matt Dill, Strategic Partnership and Ventures(VISA Global Head)

Keynote Address 4

Simon Smith,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Best Fintech Cases

Presentation
Topic

Presenter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for Cooperation in
Supporting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 Deloitte

Presentation 1

Measures for Managing Opportunities and Risks
When Advancing into the Global Market

Yoo Seok Kim, Lead Partner
(Deloitte Startup Advisory Group)

Presentation 2

Vietnam’s Fintech Industry Investor Relations(IR)

Vo Anh Trung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Presentation 3

Australia’s Fintech Industry Investor Relations(IR)

Elvira Sojli, UNSW(Australia)

Presentation 4

Indonesia’s Fintech Industry Investor Relations
(IR) and Go-Jek’s Success Case

Andrew Lee
(Indonesia Go-jek)

Presentation 5

Fintech Lab’s Global Exchange Program

Youngsuh Cho,
the Director of the Headquarters
(Shinhan Financial Group)

T i m e 11:00 ~ 12:00
Attendees All visitors interested in Fintech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The challenges tackled by Fintech companies and their growth stories will be shared
through a presentation of the best practices by major Korean Fintech company CEOs.
Presentation
Classification

Presenter

Presentation 1

Young-Joon(Alex) Ryu, CEO of kakaopay corp.

Presentation 2

Tae Hoon Kim, CEO of Banksalad

Presentation 3

Seung Gun Lee, CEO of Viva Republica(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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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all attend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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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tails

DAY1

DAY1

Business Day

Business Day

Thursday, May 23

Thursday, May 23

Regtech·Suptech Showcases
T i m e 16:00 ~ 18:00

Programs

Program Details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ttendees Those working in the law abidance-monitoring departments of financial companies, and
departments related to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Fintech Company Investment Day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 A showcase introducing technologies(Regtech and Suptech) that support the
supervision of fi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s law abidance of companies using
Fintech will be held, and expert companies will present and demonstrate products to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that links Fintech, Regtech, and Suptech.
- MOU: Collaboration of Regtech Research MOU(Financial Supervisory Service-Global
Blockchain Consortium)
- Showcase: Regtech / Suptech(6 companies)
Unitas, NIC COMPANY, AIMS, OCTA SOLUTION, Koscom Corporation,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Attendees Representativ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gencies(venture capitals
[VC], asset management, financial companies, etc.) interested in investing in Fintech
companies

T i m e 13:00 ~ 15:00

S c a l e 100 people
Description The representatives of excellent Korean Fintech companies will hold investor relations by
company by introducing their innovative services to Korean and international investors
for the opportunity to draw investments scale-up.
Contents

Details

[Financial Innovation through Open Collaboration] / Gee Chan, Won, CEO(SAMSUNG CARD)
December & Company Inc.

Consulting Hall

SENTBE

Global Business Meeting

SBCN

T i m e 15:30 ~ 18:00

AIZEN Global

Attendees Representativ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Fintech, financial, and investment companies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the global market
S c a l e 120 people
Description The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will hold individual consulting
and networking for those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the global market, as well as
Korean and international investors interested in investing in Fintech companies.

Corporate IR

Qraft Technologies Inc.,
Fount
PAYCOQ Co., Ltd.
Finotek Co., Ltd.
FINDA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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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Program Details
DAY1

Business Day
Thursday, May 23

Fintech and Financial Policy Trend
T i m e 16:00 ~ 18:00
Attendees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Korea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uthorities, research centers, and others,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the global
market
S c a l e 100 people
Description A seminar will be held, during which the Fintech industries and policy trend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share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mong the Fintech industries of each country will be sought; and global
Fintech industrial trends will be discussed.
Presentation
Topic

Presenter

Presentation 1 Korea’s Fintech Industry and Policy Trends

Jae-Park Jo, Partner–Head
of Digital(KPMG Korea)

Korean Fintech Industry’s Growth and
Presentation 2
Development Direction

Jonghyun Kim,
Fintech Team Head,
Managing Director
(Korea Investment Partners Co.)

Presentation 3

State of Fintech Introduction Worldwide and Cases
of Cooperation

Presentation 4 Singapore’s Fintech Industry and Policy Trends

Presentation 5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Fintech
Presentation 6 Vietnam’s Fintech trends and Ongoing policies
Presentation 7

42

Trends and policies of the Fintech industry in
Switzerland

Dr. Yunjung Ha(World Bank)
Sopnendu Mohanty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Kaarel Ots
(Management Board of
Nasdaq Tallinn)
Ngo Van Duc
(State Bank of Vietnam)
Marc Rudolf
(Greater Zurich Area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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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tails

DAY2

DAY2

Youth Day

Youth Day

Friday, May 24

Friday, May 24

Main Event Hall

Programs

Program Details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Career Fair

SeminarⅠ. Global Cases on Sandbox Practices

T i m e 10:00 ~ 12:00

T i m e 10:00 ~ 12:00

Attendees Job seekers interested in Fintech companies

Attendees Representativ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uthorities, research centers, and
Fintech companies interested in sandbox, and others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The work, model employees sought after, and other employment information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those of the Fintech departments of financi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introduced.
banksalad, Viva Republica(Toss), kakaopay corp.,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Koscom Corporation, Mirae Asset Daewoo, Shinhan Bank, WOORI BANK,
Corporations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BC Card, Kookmin Bank, Visa International Asia
Pacific Korea Ltd.

Fintech Pitch Contest
T i m e 13:00 ~ 15:00
Attendees Those who made it to the final round of the ideas public contest(nine teams) and all
visitors interested in new Fintech ideas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It is a program during which the expected winners of the public contest(nine teams), who
submitted unique and innovative Fintech-related ideas, will pitch their ideas.

S c a l e 100 people
Description Sandbox management cases for the financial 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worldwide and
Korea will be shared, and the representatives of financial authorities and Fintech companies
participating in a financial regulation sandbox system will debate together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inancial regulation sandbox systems.
Presentation
Topic

Presenter

Sandbox Global Trends and Korea’s Experience

Jeong Ho Suh, Partner–Head of Digital
(Korea Institute of Finance)

Case study 1

Significance and Current State of
the European Region’s Sandbox

André Küüsvek(EBRD)

Case study 2

Sandbox Management Case
in Singapore

KEN Chua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Case study 3

Sandbox Management Case
in Malaysia

Ridzuan Aziz(Fintech Association of Malaysia)

Evaluation of and Policy Proposal for Sandbox

Fintech Awards
T i m e 15:30 ~ 18:00
Attendees All visitors, including the expected winners of the ideas public contest(19 teams), and
representatives of excellent Fintech companies(10 teams)
S c a l e 200 people
Description An awarding ceremony will be held for “excellent Fintech compani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through their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s well as the winners of the Fintech “ideas public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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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 Mortimer-Schutts(IFC, World Bank Group)

Panel Discussion
Hyung Ju Park, head of department(Kookmin Bank)
Ji Won Jung, CEO(Directional Inc.)
Chairperson :
Jae Woog Choi, Director(banksalad)
Jeong Ho Suh, Partner–Head of Digital
Jung Yoon Huh,Professor
(Korea Institute of Finance)
Yong Tae Km, Head(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Yoo Shin Jung, Chairman(Fintech Center Korea)
Woo Sup Kim, CEO(Finotek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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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tails

DAY2

DAY2

Youth Day

Youth Day

Friday, May 24

Friday, May 24

Programs

Program Details

SeminarⅡ. Fintech and 4th Industry Revolution

SeminarⅢ. Insurtech

T i m e 13:00 ~ 15:00

T i m e 15:00 ~ 16:30

Attendees All visitors interested in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Fintech technologies

Attendees All visi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research
centers, and related agencies, interested in Insurtech

S c a l e 100 people
Description The developments of key Fintech-related technological fields(5G, clouding,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e, Open Banking, etc.) that are innovating the changing
finance, will be share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uture Fintech industry will
be discussed.

S c a l e 100 people

Presentation

Presentation

Topic

Description Changes to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utilizing Fintech
technologies will be discussed through case studie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Insurtech.

Presenter

Topic

Presenter

Presentation 1

Fintech and Financial Innovation

Dae Young Kwon, Director General
(Finanial Innovation Bureau, FSC)

Presentation 1

Korean-Type Insurtech’s Development
Direction

Presentation 2

Data Analysis Technology’s Development
and Finance

Natalie Nguyen(Hyper Anna CEO)

Presentation 2

Global Insurtech Cases

Presentation 3

Clouding Technology’s Development and
the Future of Finance

Dong-han Seok, Director
(Koscom Corporation),
Han Sang Young, Director
(NAVER Business Platform)

Presentation 4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Fintech

Josh Choi,
Director of Public Affairs(ICONLOOP)

Presentation 5

5G and Fintech

Thomas Ko, Director
(Samsung Electronics Co., Ltd.)

Presentation 6

Financial Business Model(BM) Innovation
from Simple Payment

JEEHYUN KIM, Project Designer
(SK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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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3

Ki-Joon Mung, CEO(D.Lemon Inc.)

Kyong-Hee Yang, Team Manager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Gyu-dong Kim, Research Fellow/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to
Director
Vitalize InsurTech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KIRI))

Panel Discussion
Seung-jae Song, President
(Korea Digital Health Industry Association),
Julie Kim, CEO(Smallticket CO., LTD.),
Yong-min Choi, Managing director
(Hanwha General Insurance),
Ju shik Ha, Director(Insurance division, FSC)

Chairperson :
Sung-kyung Ryu,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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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tails

DAY2

DAY2

Youth Day

Youth Day

Friday, May 24

Friday, May 24

SeminarⅣ.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Fintech

Programs

Program Details

Consulting Hall

T i m e 16:30 ~ 18:00
Attendees All visi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research
centers, and related agencies, interested in Fintech technologies us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field

Mentoring for Students
T i m e 13:00 ~ 18:00
Attendees Job seekers interested in Fintech companies

S c a l e 120 people

S c a l e 120 people

Description Changes to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apital market utilizing Fintech
technologies, as(robo-advisors, AI, etc.), AI, and others, will be discussed.

Description The representatives of Fintech and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e
Fintech departments of financial public enterprises, will provide consulting to job seekers
about their lives at their companies, such as the actual work, and the items to prepare
for employment.

Presentation
Topic

Presenter

Presentation 1

Capital Market and Fintech:
Present and Future

Sung-bok Lee, researcher
(Capital Market Institute)

Presentation 2

Tech as Witnessed by Fin

Nam-young Kim, Head of Division
(Mirae Asset Daewoo Digital Finance)

Presentation 3
Presentation 4

Changes That Fintech Will Bring to the Asset
Management Business: Approaching It as a
Live Service
Robo-Advisor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ig Data

Panel Discussion
Four presenters,
Young-soo Kang, chief(Asset Mgmt.,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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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banksalad, Viva Republica(Toss), kakaopay corp.,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Koscom Corporation, Mirae Asset Daewoo, Shinhan Bank,
WOORI BANK,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BC Card, Kookmin Bank, Visa
International Asia Pacific Korea Ltd.

In-young Chung, CEO
(December & Company Inc.)
Sang-Hyun Sohn, CEO
(SBCN Co., Ltd)
Chairperson :
Won-bu Lee,Professor
(Dong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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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tails

DAY3

Experience
Session

Programs

Program Details

Family Day
Saturday, May 25

Main Event Hall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Adult Novices: A Wise Use of Fintech

Mobile Stamp Tour

T i m e 10:00 ~ 12:00

D a t e

[Available at all tImes] Thursday, May 23 ~ Saturday, May 25

Attendees All visitors

Location

All booths

S c a l e 200 people

Attendees

All visitors

Description A lecture on ways to prevent financial frauds, such as voice phishing, together with
Fintech in financial life(mobile cards, non-face-to-face account opening, credit
management, designing investment techniques, insurance management, etc.) will be
held.

S c a l e

5,000 people

Description

Visitors can get coffee from coffee truck by showing the stamps collected. Stamps can
be collected by participating in each booth(Fintech Thematic Booth and Finance Booth)
recognizing the QR code

Fintech Live Quiz Show
T i m e 13:00 ~ 15:30

Fintech 3D Photo Studio

Attendees All visitors

D a t e

[Available at all tImes] Thursday, May 23 ~ Saturday, May 25

S c a l e 200 people

Location

VR photo zone in fro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Description An app-based quiz show will be open to everyone interested in broadening their
understanding of Fintech revolution

Attendees

All visitors

S c a l e

5,000 people

Description

VR Photo Zone, which allows visitors to choose among various backgrounds related to
the Korea Fintech Week and photograph the event themselves to celebrate the event
and keep it for individuals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T i m e 10:00 ~ 12:00
Attendees Senior adults who are in need of financial consulting services
S c a l e 50 people
Description Digital financial services that can be easily and simply accessed utilizing a smartphone
will be introduced, and experience-based practical training will be provided for the silver
generation(booking KTX, SRT, and express bus tickets, as well as online shopping
using simple payment).

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Kids: Advances in Fintech Experience
T i m e 13:00 ~ 16:00
Attendees Third- to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S c a l e 60 people
Description Experience-based training on ways to properly manage pocket money, preparing a
pocket money entry book using a board game, and other ways to easily understand
and access finance in daily life, will be provided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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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From Nearby EXIT to DDP Art Hall

프로그램 안내

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From Airport to DDP Art Hall
공항리무진 | By Airport Limousine
버 스 | By Bus 

■인천국제공항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인천국제공항에서 6702번-남산 방면 탑승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A3 앞 하차 A3 출입구 진입
지하 2층 알림1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광희동, 을지로 6가 국립중앙의료원
정류장에서 우측으로 45m 직진 유턴 후 내리막길 155m 직진 좌측방면 유턴, 40m 직진
좌측방면 A1 출입구알림1관

	Namsan-bound Limousine Bus No. 6702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 Terminal Station 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 Terminal Station Dongdaemun Design Plaza(DDP) A3 Stop Enter A3 Entrance
Go to the second basement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Kwang-Hee, Eulji-ro 6 Street, National Medical Center
From the bus stop, go straight for 45m U-turn and go straight downhill for 155m U-turn for left hand side,
go straight for 40m On the left hand side, A1 Entrance

	인천국제공항에서 6001번-동대문(토요코인호텔) 방면 탑승 토요코인호텔(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케레스타,
신당동입구, 광희동) 정류장에서 하차 라모도 쇼핑몰 앞 횡단보도를 건너 DDP 진입 A1 출입구 알림1관

지하철 | By Subway

	Dongdaemun(Toyoko Inn)–bound Limousine Bus No. 6001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 Terminal Station or 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 Terminal Station Toyoko Inn(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Cerestar, Sindang-dong, Gwanghui-dong)
Cross the crosswalk in front of Ramodo Shopping Mall Enter A1 Entrance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어울림광장을 가로질러 100m 직진 좌측방면 A1출입구 알림1관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Lines 2, 4, and 5)
Exit 1 Across Oullim Square and go straight for 100m On the left hand side, A1 Entrance

자가용 | By Car

■김포국제공항 |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김포국제공항에서 6001번-동대문(토요코인호텔) 방면 탑승 토요코인호텔(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케레스타,
신당동입구, 광희동) 정류장에서 하차 라모도 쇼핑몰 앞 횡단보도를 건너 DDP 진입 A1 출입구 알림1관
	Dongdaemun(Toyoko Inn)–bound Limousine Bus No. 6001 a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Toyoko Inn(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Cerestar, Sindang-dong, Gwanghui-dong)
Cross the crosswalk in front of Ramodo Shopping Mall Enter A1 Entrance

DDP 지하주차장
지하2층 D1 출구에서 우회전 어울림광장을 가로질러 100m 직진 좌측방면 A1 출입구 알림1관
DDP underground parking lot
Turn right at the D1 Entrance(Basement 2nd Floor) Across Oullim Square and go straight for 100m
두타몰
On the left hand side, A1 Entrance

밀리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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