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송금, 결제, 자산관리, 인증보안,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형태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

    ●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O2O, Online to Offline)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에도 핀테크 열기 확산을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 주       제 :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Fintech and Sustainable Financial Innovation) 

    ● 일        정 : 2021. 05. 26. (수) ~ 

    ● 장       소 : 오프라인*(5.26), 
                          홈페이지**(5.26~, 온라인)

*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위해 사정에 초청된 인원만 입장 가능하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 www.fintechweek.or.kr/2021

핀테크란?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소개

회원가입만 해도 자동 이벤트 응모!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관람 시 

더 많은 이벤트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시관, 세미나, 채용관, 교육관, 
체험관, 이벤트 등

개막식, 정책설명회, 전시부스 
쇼케이스, 기업IR 등

오프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 대표 프로그램 | 회원가입 및 경품



관람객 유형별 추천 콘텐츠(4가지 코스)

개막식, 정책설명회, 세미나를 

시청하며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시관을 

관람하며 네트워킹까지! 

핀테크 level up!

채용관에서 핀테크 기업에 즉시 

채용 지원! 교육관에서 핀테크 

교육 이수 후 수료증까지! 

핀테크 취업뽀개기!

전시관, 개막식, 세미나, 핀테크 

체험, 핀테크 교육까지! 

핀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핀테크 기업 IR에서 우수 핀테크 

기업의 IR 관람! 투자자와의 

상담회 등 핀테크 투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핀테크 및 금융종사자

핀테크 전문가 

예비취업자

취업 뽀개기!핀린이들 모여라!

일반국민, 학생

미래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여기 있어요!

핀테크 기업, 투자자

전시관 

라이브프로그램(개막식 등) 

세미나 

체험관 

교육관

01

02

03

04

05

채용관

교육관

라이브프로그램(핀테크 취업토크 등) 

전시관 

세미나

01

02

03

04

05

라이브프로그램(개막식 등) 

전시관 

세미나  

교육관

01

02

03

04

라이브프로그램
(핀테크IR, 핀테크기업-투자자 상담회 등) 

전시관
(명함 교환, 비즈 매칭 등)  

세미나(핀테크 투자설명회 등)  

01

02

03



세부 프로그램 안내
오프라인 행사 및 라이브 

    ● 오프라인 행사* 
        개막식, 정책설명회, 전시부스 쇼케이스, 기업 IR
       *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전 초청 인원만 참여 가능.
                  다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

    ● 라이브 프로그램
        핀테크 취업토크,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기업-투자자 상담회 등

    ●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및 동향에 대해 
       알고싶다면! 여기 주목!

    ● [세미나] 

    ● [특별세션] 
        - 핀테크 투자설명회,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역할
            (Role of Technology
             in Enabling Green Finance)

세미나 및 특별세션 채용관

 ●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 핀테크관, 금융관

이벤트

- 디지털 지급결제
- 핀테크 시대의 금융보안
-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 및 국내 시사점 등

 ●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 회원가입 이벤트
- 온라인 스탬프 투어
-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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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 핀테크가 어려우신 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미리 
    체험하고 예방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알기 쉬운 핀테크,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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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시관

    ● 약 150개 국내외 핀테크 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 핀테크스타트업관, 
       핀테크스케일업관, 
       금융핀테크관, 핀테크 정책관,  
       글로벌관, 녹색금융관

2

 ● 핀테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 가능한 핀테크 교육 콘텐츠! 
    (*핀에듀 플랫폼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핀테크 특화, 금융데이터

교육관5

QR스캔하여 핀에듀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