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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막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계기로
혁신의 DNA(Data, Network, AI) 다시 일깨운다 (Revive Fintech 2022) 주요 내용
□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Korea Fintech Week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9.28.(수)
~ 9.30.(금)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식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외형(기업수 등)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하락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19) 18위
→ (’20) 26위)와 함께, 현재 핀테크 생태계에서 부각되는 경제·금융·
제도적 환경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ㅇ

1)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
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2)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3)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1)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고, 2)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점검․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3)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망분리 등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4)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1 -

□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여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개로 한국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개막식 이후 본행사가 본격 시작된 바, 앞으로 3일간 핀테크 산업의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자의 네트워킹
밋업,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 9.28.수 ]
• 첫째 날 오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정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와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9.29.목 ]
• 둘째 날에는 디지털 전환 및 혁신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관련 다양한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데이터, 디지털 전환의 시대, 금융보안, 클라우드, 핀테크
혁신 성장 전략

• 아울러,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핀테크 기업 IR 경진대회, 네트워킹 밋업

[ 9.30.금 ]
•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 취업준비생,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투자 상담회와 금융뮤지컬 및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
디어를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온라인 ]
• 온라인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2022)에서 개막식, 세미나를 생중계로
보실 수 있으며 메타버스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마련하여 누구나 관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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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주요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Korea Fintech Week 2022)가 9.28.(수)부터
9.30(금)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ㅇ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공개 행사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 세미나, 상담․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3일간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투자·채용·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ㅇ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향후 핀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해외진출 세미나,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데이터, 디지털전환의 시대, 금융보안, 클라우드, 핀테크 혁신 전략

ㅇ 또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핀테크 기업 IR 경진대회, 네트워킹 밋업, 스타트업·스케일업 투자 상담회

ㅇ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의
핀테크 분야 직무 및 채용정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ㅇ 아울러, 핀테크에 대한 체험과 공유를 통해 핀테크 확산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➊ 행사장 내 총 61개 부스를 설치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
➋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뮤지컬 및
보드게임을 진행
➌ 일반 방문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 핀테크 네컷(인생네컷) 부대행사 준비

▣ 한편, 온라인 행사에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개막식·세미나·메타버스
전시관·교육관·체험관을 통해 핀테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ㅇ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개막식·세미나
등 오프라인 행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ㅇ 또한, 메타버스 전시관·체험관을 통해 핀테크를 체험하고 교육관을 통해
핀테크 강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 ➊ 메타버스로 총 110개 부스를 구현하여 핀테크 기업, 금융사, 글로벌 기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상의 세계에서 직접 체험
➋ 핀테크 방탈출, 보물찾기, 레벨테스트 등 게임으로 핀테크를 체험
➌ 핀테크 입문 강의(3코스)를 제공하고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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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

◈ 오전에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의 개최를 알리는 ➊개막식을 시작
으로 ➋‘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협업사례, 해외진출, 소비자 보호, 임베디드
보험, 오픈뱅킹, 신용평가 등 ➌핀테크 주제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1

개막 행사

 개막식
ㅇ 일시·장소 : 9. 28.(수) 10:00~11:00,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금융유관기관, 해외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100여명
ㅇ 행사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국내외 연사들의 환영사·축사* 및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①김주현 금융위원장 ②윤창현 의원 ③백혜련 정무위원장(영상) ④Bill Winters SC CEO(영상)
** ①Anton Ruddenklau(안톤 루덴클라우) 삼정KPMG 글로벌 핀테크 리더

※ (참고) 온라인 축사 : 홈페이지 업로드
구분
국제기구 ·
·
·
·
·
해외
·
정부
·
·
·
·
해외
·
금융회사 ·

연사
Jean Pesme, 세계은행 Global Director
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
Victor Hoskins, 버지니아주정부 페어펙스카운티(Fairfax County) 청장
Stephen Phillips, 홍콩투자청 청장
Abdulla Abdul Aziz Al Shamsi,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청장
Rehan D’Almeida, 호주핀테크산업협회(Fintech Australia) 협회장
Michal Stroka, 체코투자청 한국대표
Tra Hoang, 베트남실리콘밸리(VSV) 대표
Bekzhan Mutanov, 카자흐스탄 테크 허브 부대표
Tony Clemson,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Bill Winters, SC CEO
Mr Samba Natarajan, SVP, Growth Markets, PayPal

 전시 부스 격려 및 시연
ㅇ 기조연설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를
격려하고 동 기업들이 준비한 체험행사를 직접 시연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ㅇ 개막식에 이어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에서는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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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요내용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ㅇ 일시·장소 : 9. 28.(수) 13:00~14:3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 대표들의 협업 성공사례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인사말씀),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휘준 페이워치코리아
대표, 이형주 그레이드헬스체인 대표, 김동수 마인즈랩 부사장, 곽기웅 크로스파이낸스
코리아 대표, 김경동 올링크 대표, 김남석 이해라이프스타일 대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ㅇ 일시·장소 : 9. 28.(수) 13:00~14:3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및 전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인사말씀(뮌헨리),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삼정KPMG),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사례
(에이젠글로벌, 스몰티켓)
** 국내 핀테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한국외국어대학교, 삼정KPMG, 에이젠글로벌, 스몰티켓,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 시대의 금융과 소비자보호
ㅇ 일시·장소 : 9. 28.(수) 14:45~16:15,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디지털 시대의 금융 및 핀테크의 다양한 변화 양상과 현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 인사말씀(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디지털 시대의 금융 및 핀테크(투이컨설팅),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한국외국어대학교)

-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절차 간소화(비대면), 디지털 정보격차와
디지털 소외현상 등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소비자 보호방안(서강대, 투이컨설팅, 한국외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NH농협은행,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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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금융과 보험
ㅇ 일시·장소 : 9. 28.(수) 14:45~16:15,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임베디드 보험(금융)의 제공 사례와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과
소비자보호 측면의 검토사항에 대해 발표*합니다.
* 임베디드 보험은 무엇인가(보험연구원), 국내 임베디드 보험 현황과 사업모델(오픈플랜),
임베디드 보험과 소비자보호(서울디지털대학교)

- 임베디드 시장 내 참가자들의 전략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임베디드에 관한 논의(RMI경영연구소, 한양대학교, 삼정KPMG)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발전, 오픈뱅킹의 역할과 혁신금융의 미래
ㅇ 일시·장소 : 9. 28.(수) 16:30~18: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금융플랫폼 발전전략과 오픈뱅킹
역할에 대해 발표*합니다.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은행권 금융플랫폼 추진 동향 및 발전전략(카카오뱅크), 금융혁신에
따른 핀테크 금융플랫폼 차별화 및 발전전략(뱅크샐러드), 국내외 금융플랫폼 추진 동향
및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라오스 결제 인프라 혁신 추진사례 소개(라오스중앙은행),
오픈뱅킹의 그간 성과와 금융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금융결제원)

 서민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한 핀테크 활용방안
ㅇ 일시·장소 : 9. 28.(수) 16:30~18:0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비금융정보 활용 및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 인사말씀(서민금융진흥원),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고도화 연구(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뢰성향 발견을 위한 비금융정보의 활용(크레파스솔루션), 핀테크 서비스를 통한 상환 의지
지수 생산(핀다), 카카오뱅크 대안신용평가보형 개발(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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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29.목] 프로그램 세부 내용
➊

디지털 금융 정책방향, ➋데이터, ➌디지털 전환, ➍금융보안, ➎클라
우드, ➏핀테크 기업 혁신성장 전략 관련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 아울러

1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

➐

핀테크 기업 IR 경진대회,

➑

네트워킹 밋업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ㅇ 일시·장소 : 9. 29.(목) 10:00~11:4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 가상자산이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금융연구원), 투자자보호를 위한 과제(동국대학교),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과제(블록체인연구소), 싱가포르 사례(싱가포르통화청)

 핀테크 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사례와 전망
ㅇ 일시·장소 : 9. 29.(목) 10:00~11:4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여 참가자
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효과를 제시합니다.
* 인사말씀(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 및 전망·향후 과제(PwC), ESG와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지속가능발전소), 가명결합: 카드사와
POS결합 사례(NICE지니데이타),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핀테크 산업 전망
및 비즈니스 사례(핀크)

 디지털 전환의 시대, 현재와 미래
ㅇ 일시·장소 : 9. 29.(목) 13:00~14:3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민간의 관심이 높은 사례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NFT의 동향 및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균형 있는 발전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가상경제 속 NFT 활용과 올바른 이해(알고란), 블록체인과 NFT의 비즈니스 현황 및 서비스
활성화 전략(BCG), 금융권 인증분야 블록체인 활용 사례 및 향후 전망(금결원)
** 블록체인과 NFT의 균형감있는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및 발전방향(홍익대, 알고란, BCG, 금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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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성공적인 디지털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전략
ㅇ 일시·장소 : 9. 29.(목) 13:00~14:3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지능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와 보안 위협(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중심)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전략을 모색합니다.
* 규정 준수 관점에서 본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오라클), NFT보안 위협 및 대응(금융보안원),
메타·시큐리티 프레임워크(중앙대학교), 신용카드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 위협 분석(금융보안원)

 핀테크 기업의 금융 클라우드 이용 A to Z
ㅇ 일시·장소 : 9. 29.(목) 16:30~18: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주요 내용
- 금융 클라우드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핀테크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핀테크 기업의 금융 클라우드 사용 사례(코스콤), 금융분야에서의 AI 활용 제언(네이버),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안랩)

 핀테크 기업 혁신 성장 전략
ㅇ 일시·장소 : 9. 29.(목) 16:30~18:0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주요 내용
-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위해 성장주기별 기술금융
활용방안, 투자유치 방안 및 해외진출 방안 등 혁신 성장의 전략 및
사례를 발표합니다.
* 기업 성장주기별 기술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전략(NICE평가정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성공 전략(SK증권), 핀테크 기업 해외투자 유치 전략(서울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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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주요내용

 핀테크 기업 IR 경진대회
ㅇ 일시·장소 : 9. 29.(목) 14:45~16:15,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발표자) 핀테크 기업(6개사)
- (심사위원) 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 투자기관(8개사)
ㅇ 주요 내용
-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
하는 기업별 IR에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개별
상담*을 연계합니다.
* 스타트업·스케일업 투자 상담회(9.30.금 13:00~16:00) 연계

< IR 핀테크 기업 >
회사명(발표순)

서비스 분야

인슈딜

* 이남수 대표

· 연금보험 매매 플랫폼 서비스

오프널

* 박성훈 대표

· BNPL(후불결제) 서비스

윙크스톤파트너스
핀투비

* 권오형 대표

· 동남아시아 공급망 금융 서비스

* 박상순 대표

지엔터프라이즈

* 이성봉 대표

그레이드헬스체인

· 중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플랫폼 서비스

* 김지성 이사

· 회계세무관리 자동화 솔루션
·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보험 솔루션

 네트워킹 밋업
ㅇ 일시·장소 : 9. 29.(목) 16:45~18: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국내 투자자 등
ㅇ 주요 내용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간의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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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0.금]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

◈ 예비취업자·창업자, 청소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➊아이디어
공모전, ➋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➌투자 상담회, ➍핀테크
취업 멘토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행사 주요내용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ㅇ 일시·장소 : 9. 30.(금) 10:00~12: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발표자)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자(6개 팀)
- (심사위원) 본선 심사위원(6명)
- (관람객) 박람회 참가자(학생, 취업준비생, 핀테크 스타트업 등)
ㅇ 주요 내용
- 청년층의 핀테크 분야 관심도를 높이고 새로운 핀테크 사업모델 등
금융산업의 혁신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본선 진출자 6팀이 발표 후
대상을 선정합니다.
<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
제출자명
바닐라브레인(윤도선)
우
수

아장아장(박정환)
앳원스
주식회사(홍성완)

상 ㈜언더라이터(남광현)
DCION(정서현)
SALTMiNE(유창현)
김지원
리뷰낸스 (박주용)
부지런컴퍼니 (김주환)
스텝페이 (이광희)
장
얼레벌레 (김태환)
려
얼리페이 (장환성)
육백십일 (김시연)
상
PayRoad (김동영)
Star-T (박정근)
Team invii (강승현)

아이디어 내용
중소 셀러들의 매출정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주는 서비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주는 플랫폼
결제 시 최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카드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서비스 ‘캔디페이’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료 보험료를
산출하는 서비스
사회초년생 내집마련 종합 자산 트레이닝 서비스 ‘지베이블’
개인과 기업간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올바른 귀농/귀촌의 시작을 위한 재무관리 서비스
금융상품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
금융권 Open API를 활용한 청소년 경제활동 및 자산관리 앱 부지런(BuzyRun)
B2B 전용 결제 솔루션 ‘스텝페이’
반려동물의 유전자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카드단말기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선정산 산정 및 지급 서비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스타트업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매니징 앱
기업 간 B2B BNPL(후불결제) 서비스 PayRoad(페이로드)
엔젤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처 분석 및 관리를 제공하는 투자자
중심의 엔젤투자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펀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invii (인비)

* 현장에서 우수상 발표 후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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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ㅇ 일시·장소 : 9. 30.(금) 10:00~12:0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참석자 : 핀테크에 관심있는 청소년 110여명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60명,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30명 초청

ㅇ 주요 내용
- 금융진로 뮤지컬 ‘유턴’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역량을 높이고 금융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투자 상담회
ㅇ 일시·장소 : 9. 30.(금) 13:00~16: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65개사) 및 국내외 핀테크
전문 투자기관(18개사)
ㅇ 주요 내용
-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기회를 마련합니다.

 핀테크 취업 멘토링
ㅇ 일시·장소 : 9. 30.(금) 13:00~16:0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참석자 :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금융공기업 인사담당자·현직자,
핀테크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
▪ (핀테크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데일리펀딩,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베스트핀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페이스피에이팍
▪ (금융회사) 기업은행, 국민은행, 국민카드,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 (금융공기업)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신용정보원

ㅇ 주요 내용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공기업과 예비취업자를 매칭하여 채용
정보 및 핀테크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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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부스 및 부대행사 세부 내용

※ 9.28.(수)~9.30.(금) 3일간 운영

◈ 3일간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부스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부스
ㅇ 참가기업
- (참가부스) 총 61개 부스 운영
- (참가기업) 총 100개 기업* 참가
* 핀테크기업 49개, 금융회사 32개, 해외기관 19개 참가

< 오프라인 전시부스 구성 >
전시관명

참여 부스(61개)

① 핀테크체험관

･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체험 가능 핀테크 기업 9개

② 핀테크주제관

･ 송금·결제, 보안·인증, 자산관리,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핀테크 기업 40개

③ 금융핀테크관

･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10개(참여기업 32개)

④ 글로벌홍보관

･ 해외대사관, 투자청 등 해외기관 2개(별도 상담데스크에서 17개 기관 참여)

※ 전시관 참가 기업 리스트는 별첨자료 참조

ㅇ 주요 내용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여 국민
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기관*의 부스 및 상담데스크를 마련하여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Invest KOREA(KOTRA), 서울투자청, 유엔산업개발기구, 주한미국대사관, 페어펙스카운티,
Equinix, 홍콩투자청, 홍콩무역발전국, 일본무역진흥기구, 영국국제통상부, 스위스취리히투자청,
아일랜드기업진흥청, 체코투자청, SkyinQ,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이스라엘경제무역대표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빅토리아주정부

 모바일 스탬프 투어
ㅇ 주요 내용
- 각 부스에 방문하여 도장을 획득(QR코드 인식)하면 보유 스탬프에 따라
추첨 후 경품을 증정합니다.
 핀테크 네컷 [인생네컷]
ㅇ 주요 내용
- 인생네컷을 설치하여 박람회 참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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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사 세부 내용

※ 9.28.(수) 10시부터 공개

◈ 온라인 행사에서는 ➊메타버스 전시관을 마련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메타
버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www.fintechweek.or.kr/2022, 프로그램 및 어플 설치 불필요)

◈ 아울러 ➋개막식 및 세미나를 생중계하고 ➌교육관, ➍체험관을 마련하여
핀테크 서비스·기술을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및 세미나 생중계
ㅇ 주요 내용
- 행사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핀테크 혁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프로그램(개막식 및 세미나)을 홈페이지 및 금융위 유튜브에서
생중계합니다.
 메타버스 전시관
ㅇ 참가기업
- (참가부스) 총 110개 부스 운영
- (참가기업) 총 119개 기업* 참가
* 핀테크기업 71개, 금융회사 21개, 해외기관 27개 참가

< 메타버스 전시관 구성 >
전시관명

참여 부스(110개)

① 핀테크관

･ 송금·결제, 보안·인증, 자산관리,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핀테크 기업 71개

② 금융핀테크관

･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12개(참여기업 21개)

③ 글로벌관

･ 해외대사관, 투자청, 해외기업 등 해외기관 27개

ㅇ 주요 내용
- 국내외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해외기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메타
버스 전시관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
ㅇ 대상 : 학생, 예비취업자, 핀테크에 관심있는 일반국민 등
ㅇ 주요 내용
- 핀테크 입문 강의(3개 코스)를 제공하고, 교육 수료 시 구직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교육관에서 핀에듀 홈페이지(https://finedu.fintech.or.kr)로 이동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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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분야

주제
핀테크 분야 전반에 대한 입문 교육
· 핀테크 부상 배경과 관련 금융업
· 핀테크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 핀테크를 빛나게 하는 기술과 다채로운 활용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핀테크 혁신

헬로핀테크 입문

· 요동치는 핀테크 시장, 임베디드 금융에서 빅테크까지
· 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인정보 활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 해외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주요 핀테크 분야에 대한 각 전문가별 특화 교육

핀테크 동향 및
AI 적용사례

· 핀테크 비즈니스 현황 및 트렌드
· 머신러닝 및 딥러닝
· 간편결제 및 자산관리 / 인슈어테크 사례
금융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 형태별 분석 방법 교육

금융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

· 금융 AI모델과 데이터 처리방법
· AI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방법
· AI의 적용과 발전방향

 체험관
ㅇ 대상 : 전체 참관객 대상
※ 체험관 참여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ㅇ 주요 내용
➊ (핀테크 방탈출) 휴가가는 날! 프로젝트의 모든 결재를 끝내야 퇴근이

가능한 방탈출 게임(핀테크 관련 문제 출제)을 제공합니다.
➋ (핀테크 레벨테스트) 핀테크 O/X 퀴즈 풀이를 통해 핀테크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➌ (핀테크 보물찾기) 메타버스 전시관 내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합니다.
➍ (방명록 이벤트) 박람회 참관 소감 등 방명록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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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방법

◈ 오프라인 행사는 현장 등록데스크에서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ㅇ 현장 등록
- 등록데스크에서 QR코드 촬영 후 정보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 현장 무인 등록대에서 비표를 출력 후 입장합니다.
* 무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유인 등록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사전 등록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모바일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 박람회 홈페이지 : www.fintechweek.or.kr/2022

- 현장 무인 등록대에서 비표를 출력 후 입장합니다.
 온라인
ㅇ 홈페이지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막행사, 세미나,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요

ㅇ 메타버스 전시관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홈페이지에서 메타버스 전시관을 접속 후
메타버스로 구현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문의
☎ 02-6375-1541, 1543 / * fintechweek@fin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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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전체 일정

[오프라인]
프로그램

9.28.(수)
크리스탈볼룸 에메랄드룸

10:00~11:00

개막식 및 기조연설

11:00~12:00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12:00~13:00
[세미나]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90‘)

14:00~15:00

디지털 금융 핀테크산업의
관련 정책방향에 데이터 기반
대한 논의
비즈니스
(120‘)
사례와 전망
(120‘)

[세미나]

[행사]

[행사]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120‘)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120‘)

Break
[세미나]

핀테크 기업 디지털전환의 시대, 금융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현재와 미래 디지털혁신을위한
세미나
(90‘)
금융보안 전략
(90‘)
(90‘)
Break

[세미나]
15:00~16:00 디지털 시대의
금융과
소비자보호
(90‘)
16:00~17:00
Break

[세미나]

9.30.(금)
크리스탈볼룸 에메랄드룸

Break
[세미나]

Break

[세미나]

[행사]

[행사]

스타트업·
스케일업
투자 상담회
(180‘)

핀테크
취업
멘토링
(180‘)

Break
[행사]

[세미나]

임베디드
핀테크 기업 IR 핀테크 기업의
금융과 보험
경진대회
금융 클라우드
(90‘)
(90‘)
이용 A to Z
(90‘)

[세미나]

Break
[세미나]

디지털금융 서민의 상환 능력
플랫폼의 발전, 평가를 위한
17:00~18:00 오픈뱅킹의 역할과 핀테크 활용방안
혁신금융의 미래
(90‘)
(90‘)

[온라인]
홈페이지

[세미나]

Break

13:00~14:00

[오프라인]
부스

9.29.(목)
크리스탈볼룸 에메랄드룸

Break
[행사]
네트워킹
밋업
(90‘)

Break
[세미나]
핀테크
기업 혁신
성장 전략
(90‘)

· 핀테크체험관·핀테크주제관(핀테크 기업), 금융핀테크관(금융회사), 글로벌홍보관
·
·
·
·

개막식 및 세미나 (생중계)
메타버스 전시관 (핀테크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관)
교육관
체험관 및 이벤트

[별첨 1] 김주현 금융위원장 환영사
[별첨 2]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리플렛
[별첨 3] 전시 부스 리스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공동>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산업기반팀

책임자

과

장

이동엽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배수암 (02-2100-2536)

책임자

실
팀
과

황인덕 (02-6375-1510)
김주환 (02-6375-1540)
이진이 (02-6375-1541)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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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