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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가기업 주요 내용

송금·결제

C1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해외송금 및 결제 플랫폼 서비스 소개

C2 주식회사 기빙데이즈 탄력 급여 및 급여 선지급, 개인화된 급여플랜 서비스(땡쓰) 소개

C3 주식회사 스텝페이 구독 결제·커머스 전문 솔루션 소개

C4 ㈜와이어바알리 모바일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 및 외화 선불카드 소개

C5 페이민트 주식회사 비대면 청구 과금 서비스(결제선생) 소개

C6 주식회사 페이플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와 정산 자동화 서비스 

C7 주식회사 페이히어 클라우드 앱기반 POS시스템 및 비대면결제 링크결제 서비스 소개

C8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
API 데이터마켓 플랫폼 소개 및 펌뱅킹 서비스 소개

C9 주식회사 한국엔에프씨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APP POS) 소개

신용평가

C10
주식회사 

윙크스톤파트너스
온라인 투자 플랫폼 및 AI/ML 기반 복합신용평가모델 소개

인슈어테크

C11 주식회사 그린리본 놓친 보험금 찾아주는 보상 서비스(라이프캐치) 소개
C12 주식회사 로민 AI 기반 문서이해 플랫폼 서비스(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 소개
C13 주식회사 마인즈랩 AI Human(음성봇) 플랫폼 소개
C14 ㈜언더라이터 개인 맞춤형 보험료 산출 앱(그랩잇) 소개

C15 주식회사 에임스 보험 상품약관 자동분석 및 보험금 심사 업무 자동화 서비스 소개

C16 주식회사 쿠프파이맵스 보험 선물하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플랫폼, 기업보험 컨설팅 서비스 소개

C17 주식회사 펫핀스 AI 기반 반려동물 품종판별 및 양육비 예측 서비스, 펫금융 큐레이션 소개

C18 ㈜해빗팩토리 보험 조회, 분석, 청구, 상담까지 All-in-One 보험 관리 서비스(시그널플래너) 소개

대출비교

C19 주식회사 뱅크몰 주택 담보 대출 비교 플랫폼 소개

C20 베스트핀 주식회사 주택 담보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담비) 소개

C21 ㈜핀다 대출 비교 및 대출 관리 서비스 소개

 오프라인 부스 참여기업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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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프트웨어

C22 주식회사 얼리페이 소상공인 통합 매출 관리 및 선정산 서비스 소개

C23 주식회사 인포소닉 음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소닉코드) 소개

C24
뱅크웨어글로벌 

주식회사
금융 소프트웨어 및 금융시스템 인프라 소개
(은행, 캐피탈, 핀테크,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의 핵심업무 처리 시스템 및 기반 기술 플랫폼 소개)

자산관리

C25 주식회사 깃플 소액 자산가를 위한 조회/진단/투자실행 PB 서비스(베러) 소개

C26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AI 간편투자 개인 금융 플랫폼(핀트) 소개

C27 주식회사 모핀 공모주 청약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모핀 RA) 소개
C28 주식회사 스위치원 온라인 비대면 환전 서비스 소개

C29 주식회사 씨앤테크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자산 모니터링 서비스 소개

C30
쿼터백자산운용 

주식회사
로보어드바이저 및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 소개

C31
호라이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증권정보 분석 서비스(퀀트랙) 소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C32 주식회사 데일리펀딩 온라인 투자 플랫폼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측 시스템 소개
C33

주식회사 
피플펀드컴퍼니

CSS, FDS 등 AI 리스크 관리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소개

보안·인증

C34 ㈜아톤 핀테크 보안 솔루션 및 인증 서비스 소개

C35 주식회사 제나 블록체인 기반 건강 마이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마이제나) 소개

C36 ㈜컴트루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및 정보보안 솔루션 소개

C37
페이스피에이팍 

유한회사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소개

C38 주식회사 풀스택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자금세탁 위험분석 서비스(ARGOS ID) 소개

자본시장

C39 주식회사 딥서치 AI 기반 금융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소개
C40 ㈜엠로보 로봇 저널리즘 기반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