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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lution

피플펀드론 (금융위원회부수업무등록) –은행통합형 “제2자예금담보부대출”구조

(발명특허 4개보유)

• 대출및투자고객확보

• 리스크평가 / 채권심사

• 대출고객및투자고객매칭

• 대출취급 (제1금융권)

• 은행정산시스템제공

• 모든송금업무진행

대출자

대출신청

금리확인

전북은행

승인

피플펀드는은행통합형핀테크모델을통해, 대한민국에서유일한

은행이아닌은행대출을취급하고있습니다.

투자자

투자모집

투자신청

제3자현금담보제공

투자원금및
담보제공수수료지급

원리금상환

제3자예금담보부
대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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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월평균 100 억원

2018
월평균 160 억원

2019
월평균 299 억원

이를통해, 월평균 299억원(누적취급액 6,600억원)을취급하는

대한민국 1위디지털소비자금융기업으로도약한바있습니다 .

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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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Fund is uniquely positioned as the first 

and only player in Korea to fully integrate with 

a top-tier commercial bank to process consumer 

loans securely within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June 2019, Bloomberg 

이런은행통합형핀테크모델은대한민국을넘어,

전세계가이목을집중하고있습니다.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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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억명

은행계좌보유비중: 49%

총은행수: 1,700개이상 (지역소형은행포함) 

국토내총섬의개수: 18,000개 (유인섬 6,000개)

동남아시아내, 

가장크고, 또빠르게성장하고있는국가

피플펀드는그시작으로인도네시아를주목하고있습니다.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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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담보형 P2P 대출 모델 수출 은행통합형 모델 인프라 수출

지금까지쌓아온노하우를바탕으로, 다양한방식으로

은행통합형핀테크모델을수출할예정입니다.

• 지역소형은행을여신기관으로활용하는

현금담보형 Peer to peer 대출

• 이를통한인도네시아국민들의신용기반

제고및신용사회로의도약목표

• 지역소형은행대상 CBS(Core Banking 

System 제공)

• 이를통한 1,600여개의인도네시아지역

소형은행네트워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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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s



• 현금담보형P2P대출

모델수출을위한인니

내주요P2P社Contact 

(Funding Society, 

Taralite, Investree, 

Koinworks등)

현금담보형 P2P 대출모델수출본격화 (’19년)

Next Steps

‘19년 7월

최초시장조사

및사업모델도출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선정

‘19년 8월

• 현금담보형P2P대출모델에

대한강연진행 (약200명대상,

@마나도 (인도네시아))

피플펀드모델에

대한OJK세션

‘19년 9월

• 초기Partnership

대상선정을위한

Short-listing 수행

(현장실사,기술실사

등포함)

‘19년 10월

한국핀테크

Benchmark Trip

‘19년 11월

‘19년 12월

• 인도네시아주요지역소형은행

1곳과현금담보형P2P대출모델

확대를위한MOU체결

BPR Universal Group

• 인니전역에총5개의은행보유

• 고객수약 15,000명,자산규모약500억원



• 현지지역소형은행탐방

및 Solution provider 

등과의미팅통한

Market Study

은행통합형모델인프라수출본격화 (’19년)

Next Steps

‘19년 7월

최초시장조사

및사업모델도출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선정

‘19년 8월

피플펀드모델에

대한OJK세션

‘19년 9월 ‘19년 10월

한국핀테크

Benchmark trip

‘19년 11월

‘19년 12월

• 은행통합형모델에대한세션진행

(약200명대상,@발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지역소형은행협회와의

은행통합형모델수출을위한MOU체결

• 은행통합형모델

인프라수출위한4개

지역소형은행확보

완료 (자카르타3곳,

발리 1곳)

• 현지맞춤화된기술개발

위한약2주간의현장

실사완료



현금담보형 P2P 대출 모델 수출 은행통합형 모델 인프라 수출

2020년의 주요과제

Next Steps

• 현금담보형 P2P 대출취급개시

• 이를통한약 15,000명의인도네시아국민

대상신규대출취급

• 인도네시아전역약 50여개의지역소형

은행대상은행통합형모델인프라수출

• 이를통한약 1조원규모의자산

네트워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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