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Online Korea Fintech Week 2020

- 온라인 전시관 -

2020.5.28(목) ~

• 주 최 : 금융위원회
• 주 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생태계관 (18개 전시관)
참가기업

주요 내용

DGB금융그룹 피움랩

DGB금융그룹 피움랩 소개

IBK 1st Lab

IBK 1st Lab 참여기업 소개

KB이노베이션허브

KB이노베이션허브 소개, 육성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 및 주요 성과 홍보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사업 소개

금융보안원

핀테크·디지털금융 보안 및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금융보안원 사업 소개

농협은행 NH디지털
Challenge+
디캠프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소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업 소개

서울핀테크랩

서울핀테크랩 사업 소개

스타트업둥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주관, 주거·사무 통합형 창업지원사업 소개

신한퓨처스랩

신한퓨처스랩 사업 소개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사업 소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소개

코스콤

웰스테크 플랫폼(Wealth Tech Platform)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토털 플랫폼 지향

하나은행 1Q Agile Lab 하나은행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센터 소개
한국사회투자

금융포용을 위한 투자·육성 프로그램 소개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 사업 소개

한국예탁결제원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한국예탁결제원 사업 소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사업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관 (46개 전시관)
참가기업
그래노라
그레이드헬스체인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다이브
디렉셔널
로민
머니스테이션
모핀
보난자팩토리

주요 내용
콘텐츠 가치펀딩 ‘캐처’앱 서비스 소개
개인 건강상태를 기반으로한 헬스케어/금융솔루션 소개
소액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서비스 소개
블록체인 기반 IT솔루션 소개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플랫폼 소개
AI 기반 비정형 문자인식(OCR) 솔루션 텍스트스코프(Textscope™) 소개
금융SNS '머니스테이션' 및 투자분석 솔루션 '시그널엔진' 소개
쉽고 편리한 공모주청약 통합 플랫폼 더공모 소개
가상자산 사업자 특화 실명계좌 기반 입출금 중계 및 FDS 솔루션 소개

보맵

종합 보험 플랫폼 서비스 소개

빅쏠

카드 관리 플랫폼 - 더쎈카드

스몰티켓
스텔스솔루션
스텝페이
시소플랫폼
시스메틱
씨비파이낸셜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 및 긱경제, 공유경제
서비스를 위한 온-디맨드 보험 등 소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소개
AI 기반 결제 복구 솔루션 '스텝커버'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기업으로 P2P 전문 금융플랫폼 제공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뉴스, 금융 등 각종
비정형 데이터 분석결과 제공
고객 예금 분산 예치 서비스 소개

언더핀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소개

에스앤피랩

마이데이터 1인 자산화/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소개

에이치에스비코퍼레이션 언택트 시대의 맞춤형 온앤오프 웨딩서비스 제공
에임스(AIMS)
올링크
와이어바알리

보험회사 자동 감사(Audit)기술 및 감사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NFC Tag를 기반으로 모든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서비스 소개

웰스가이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연금 관리 서비스 소개

웰스트리에스지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

위닝아이

모바일용 비접촉 바이오인증 및 바이오전자서명 솔루션 소개

유핀테크허브
이브이케어
주나펀드
주식회사스파이스웨어
직뱅크
카사코리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등 소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험금 청구 플랫폼 소개
프롭테크와 페이먼트 시스템을 접목한 SLB, P2P펀드 소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보안 서비스 소개
용역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소개 (현금 및 약속어음 대체)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소개

콴텍

글로벌 자산관리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소개

쿼터백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글로벌 자산 배분 서비스 소개

크레파스솔루션

씬파일러를 위한 모바일 및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솔루션

탱커펀드
파이어씨드

AI 기반 부동산 가격산정 서비스 등 소개
카드거래계정 '딜앱' 서비스 소개

팔백미터

효율적인 연체 관리를 통한 고객 개인 재무의 컨설팅 서비스 소개

페이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모바일앱 스타트업을 위한 계좌이체, 신용
카드 통합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히어
포티투마루
핀다
핀마트
핀샷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어음중개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가능한 POS시스템 소개
딥러닝 및 기계 독해 기술을 바탕으로 한 SaaS 기반의
QA(Question Answering) 플랫폼 소개
금융상품 추천 및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 등 소개
핀마트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신청 서비스
해외송금 및 알뜰폰(MVNO) 서비스 소개
수입·지출·신용·부채 통합 관리 서비스 소개
전자어음 투자를 위한 P2B 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핀테크 스케일업관 (25개 전시관)
참가기업

주요 내용

4차혁명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자동가격산정(AVM) 온라인 서비스 소개

8퍼센트

중금리 전문 P2P 금융 플랫폼 소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전자결제 및 온·오프라인 결제 플랫폼 서비스 소개
고위드

개인종합자산관리(PFM) 및 인앱(In-app)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 소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간편투자 서비스 핀트(Fint)

소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데이터 기반 돈 관리 플랫폼 소개
리얼아이덴티티

지문 생체 인증 서비스 소개

마이뱅크

대출검색엔진, O2O환전, 여행자 보험 서비스 등 소개

마인즈랩

AI 음성봇 서비스 소개

메인라인

보험상품개발 솔루션MCP(MicroCubePlatform) 소개

비바리퍼블리카
빅밸류
스틸리언
아톤
에이브앱
에이젠글로벌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소개
빅데이터AI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솔루션 및 공간정보데이터 기술 소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소개
핀테크 보안 솔루션, PASS인증서 소개
증권 서비스 중심의 Financial Networking Service 소개
AI 금융 솔루션-서비스형 뱅킹(Banking-as-a-Service) 소개

위즈도메인

특허가치평가기술 서비스 소개

주식회사업

무인 스마트상점 AISS GO 소개

지코드이노베이션

간편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소개

코드에프(CODEF)

데이터 스크래핑 서비스 소개

투게더앱스
페이민트
피노텍

부동산 담보 분야 P2P 금융 서비스 소개
중소상공인 매장을 위한 지급결제 솔루션 서비스 소개
모바일 기반의 대출 간편이동 서비스, 싸니자로 소개

피플펀드

P2P 플랫폼 서비스 소개

한국NFC

혁신금융서비스인 개인간 카드결제 페이앱라이트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금융핀테크관 (23개 전시관)
참가기업

주요 내용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Digital혁신 서비스 소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 서비스 소개

KB국민카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서비스 및 핀테크 관련 보증지원 제도 소개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서비스 소개

대구은행

모바일 통합플랫폼 IM뱅크, IM샵 서비스 소개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투자 서비스 소개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펀드직판 플랫폼 R2와 빅데이터 기반의 투자시스템인 젬스톤 소개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혁신서비스 소개

신한생명

신한생명 디지털 서비스 소개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AI상담사 등 신한은행 핀테크 서비스 소개

신한카드

신한 FacePay 서비스 등 소개

우리은행

우리은행 핀테크 서비스 소개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캐롯손해보험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핀테크 관련 사업 소개
카카오뱅크 서비스 소개
핀테크 접목 보험 서비스 소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하나은행의 주요 상품/서비스 소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 등 소개

한국정보인증(키움증권)

키움 증권 간편인증서비스 등 소개

한국포스증권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현대카드

펀드 뱅크, 한국포스증권과 FOSS앱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소개
한화생명 서비스 소개
한화자산운용 기업 및 사업비전 소개
현대카드 서비스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빅테크관 (12개 전시관)
참가기업

주요 내용

NHN(엔에이치엔페이코) 페이코 플랫폼 서비스 소개
NICE평가정보(나이스)
네이버파이낸셜
더존비즈온
데이콘

개인신용정보 종합서비스, ‘NICE지키미’ 등 서비스 소개
네이버 페이 서비스 소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 서비스 소개
AI경진대회 및 AI교육 플랫폼 소개

세틀뱅크

전자금융 결제 플랫폼 서비스 소개

카카오페이

생활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 소개

컴트루테크놀로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본인인증, 얼굴인증 서비스 소개
지도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K-Atlas 2.0 소개

쿠콘

정보 중계 플랫폼 쿠콘닷넷 서비스 소개

핀크

차별화 된 금융 상품과 더욱 편리해진 생활 금융 플랫폼 핀크 소개

효성에프엠에스(FMS)

비대면 청구 결제 서비스 알림뱅킹 등 소개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글로벌관 (26개 전시관)
참가기업
바레인경제개발청

주요 내용
바레인경제개발청 소개

스위스취리히투자청

스위스취리히투자청 소개

싱가포르핀테크협회

싱가포르핀테크협회 소개

일본핀테크협회

일본핀테크협회 소개

주한미국대사관

핀테크기업의 미국 투자진출 전략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
체코투자청
페어팩스카운티
경제개발국

이스라엘 핀테크 산업 및 기업소개
체코투자청 핀테크 현황 소개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경제개발국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기업 지원 서비스 소개

홍콩투자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홍콩투자청 소개
DigiSure
Mason Bower
Accern, Amazon Web Services, Automation Hero, Relativity6,
Visa International Asia-Pacific Korea

벨기에

InvestSuite

스웨덴

Minastir Technologies

스위스

Sanostro

싱가포르

Additiv Asia, Alldebit, Appboxo, Bambu, ComplyAdvantage,
CredoLab, Merkle Science, Paypal, Perx Technologies, Planner Bee,
Plug and Play Asia Pacific, Thought Machine, Weinvest

아일랜드

FINEOS

영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TransferWise, Transformify HR Suite
I Know first
Tokyo Fintech
Intro Global
Checkbox
Know Your Customer, LivilTechnology, Privé technologies,
Quantifeed
Flatsell, IREALIO, Vietnam Silicon Valley
‘18 데모데이 참여기업 IR자료: FINHAY, LINA Network, MOCA, Tima, VNPay
’19 데모데이 참여기업 IR자료: LIMI, TheBank.VN, Vay Muon, VNPT EPAY, WiCare
‘19 데모데이 참여기업 IR자료: Indonesia Fintech Association,
iGrow, Koinworks, Likuid, OY!Indonesia, XDana
IR자료: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