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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자를 초청합니다.
-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 2019」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일 환으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할 예정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IR 진행
*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결제시스템,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플랫폼 등 국내 및
해외에 진출(진출 예정)한 우수 핀테크 10개 기업이 발표할 예정

◈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개요 >
▪ (일 시) 2019.5.23.(목) 13:00~15:00
▪ (장 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 (주 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주 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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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

ㅇ 국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투자 지원이 중요한 시점

-

한국성장금융은

기술을 활용한 금융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 중

*

* 2018년 핀테크 투자 전용 펀드 조성 : 총 150억원 규모
-

․

금융회사의 핀테크랩 은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핀테크 기업에
*

대한 직

․간접 투자 를 진행하여 상생 협력모델 창출 중
**

* (핀테크랩 설치 현황) 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 신한금융지주(신한 퓨처스랩),
KEB하나은행(1Q Agile Lab), NH농협은행(NH 핀테크혁신센터), 기업은행(핀테크
DreamLab), 우리은행(위비 핀테크랩), 한화생명(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 5대 금융사(신한, KB, NH, 우리, 하나)는 핀테크 기업 등에 약 1,050억원 직･간접 투자 예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결하는「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

2

프로그램(안)

□ 제1회

※ 박람회 세부일정(안)은‘별첨1’참조

｢Korea Fintech Week 2019｣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행사를 개최

ㅇ 국내 핀테크 기업

개사의

10

IR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진행 예정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개요(잠정)
▪ (일 시) ’19.5.23.(목) 13:00~15:00
▪ (장 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 (대 상) IR 대상 핀테크 기업, 국내외 VC, 투자자, 투자기관, 금융회사 등
시 간
주 요 내 용
• 기업 IR 진행(10개기업)
13:00 ~ 15:00 (’120)
• 기업과 투자자간 투자 상담 및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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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업 IR 행사 】
□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을 진행
* 금융회사 등 핀테크랩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거나, 투자유치 의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IR 기회를 부여
< IR 예정 핀테크 기업 (잠정) >
회사명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에스비씨엔
에이젠글로벌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파운트
페이콕
피노텍
핀다
핀테크

주요 서비스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 제공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서비스 제공
AI기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 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 제공
스마트폰 기반 결제시스템, 플랫폼 제공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
대출 상품 관련 플랫폼 서비스 제공
차량 정보 기반 금융상품(대출, 보험) 서비스 제공

【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연계 】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기업

IR

이후 국내외

투자자 와 투자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를 진행 할 예정
*

* 국내 VC·투자자 등 30~40개사 및 해외 VC 10개사 내외 참석 예정

3

기대 효과

□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

ㅇ 국내외 모험자본들도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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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신청

□ 동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은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
ㅇ (참가대상) 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기관
(VC, 자산운용사,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ㅇ (사전등록 방법) 5.17(금), 12시까지 한국성장금융 또는 KOREA
Fintech Week 2019 사무국으로 문의*
* (문의처) 한국성장금융(02-2090-9106),
KOREA Fintech Week 사무국(02-2152-5053, kfw2019@ioconvex.com)
※ 별도의 신청‧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KOREA Fintech Week 2019」 공식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를 통해서는 등록 불가

ㅇ (현장등록 방법) 5.23(목), 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현장 등록 (⇒ 투자자 명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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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orea Fintech Week 2019｣ 개요(잠정)

□ (일

시) ’19.5.23.(목)∼5.25.(토)

□ (장

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등
[ 비즈니스 DAY ]
5.23(목), 1일차

구분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 청춘 DAY ]
5.24(금), 2일차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 패밀리 DAY ]
5.25(토), 3일차
상담관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 부스 운영 >

상시

1.
‧
2.
‧

핀테크 체험관 · 주제관
각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금융핀테크관
금융회사의 신규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 체험행사 >
‧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 입체 사진관
10:00~11:00

11:00~12:00

① 개막식 및 기조연설
(메인이벤트관)

② 핀테크기업, 성공과 도전

Break

③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14:00~15:00 세미나

15:00~16:00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

 금융강의
 실버
(금알못
금융상담
구조대)

(메인이벤트관)

12:00~13:00

13:00~14:00

 채용
설명회

Break

④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Break

-

Break

Break

⑨아이디어 핀테크와
공모전 4차산업혁명

Break

 인슈어
테크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어린이
금융교육

 멘토링
경품추첨

⑤해외진출
 핀테크
⑦레그테크 ⑥글로벌
비즈니스
어워즈  자본시장
섭테크쇼 핀테크
상담회
케이스 정책동향
과 핀테크
17:00~18:00
16:00~17:00

18:00~19:00

정리 및 이동
-

19:00~20:00

⑧네트워킹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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