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 Financial e-Biz Leader

기웅정보통신㈜ 회사소개서



목 차 1. 회사 소개

2. 주요 기술

3. 주요 사업

4. 사업 실적

기웅정보통신㈜ 회사소개서



3기웅정보통신㈜ 회사소개서

1. 회사 소개 1) 일반 현황

기웅정보통신㈜는 1993년에 설립되어 올 해 26년 차를 맞는 강소기업입니다. 스크래핑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
을 바탕으로 CMS 및 Auto Info Box 등의 솔루션을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에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기웅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자 최 병 인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스크래핑 기반 업무자동화(신분확인, 소득증빙, 전자송무, 담보자산, 서류제출 등)
• 통합자금관리(CMS) 구축 및 운영, 집금관리시스템(Backend Sweeping System) 구축 및 운영
• Mobile Service(Mobile 자금관리-Smart HanQ, 실손보험 바로청구), 아파트 세무주치의 등
• 업태: 도매업 / 제조 / 통신업 / 서비스
• 종목: 전자제품및컴퓨터주변기기 / 전자제품및정보통신기기 / 부가통신사업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 근로자파견사업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IT캐슬 2동 613호~615호

연락처 전화 02-3463-5975 FAX 02-3463-5977

회사설립 연월일 1993년 4월 26일

회사 연혁

• 2018년 현대캐피탈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 솔루션 구축

• 2018년 현대카드 부동산등기부 스크래핑 솔루션 구축

• 2018년 광주은행 모바일 간편약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 2018년 한국기업데이터 FIND 시스템 3.0 구축

• 2018년 수협 비대면 대출업무 스크래핑 솔루션 구축

• 2017년 미래에셋생명 계약자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2017년 KDB산업은행 PioneerBranch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016년 JP Morgan MBS 구축 수주

• 2016년 전북은행 기업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2016년 K뱅크 소득증빙자동화 구축(8종)

• 2016년 삼성카드 법조치자동화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시스템 구축

• 2016년 한국기업데이터 FIND/Mobile FIND 시스템 구축

• 2015년 도이치은행 실시간외화 이체/집금 시스템 공급

• 2015년 Smart HanQ 출시(모바일 금융관리)

• 2015년 담보자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2014년 ‘실손보험바로청구’ 모바일 APP 서비스 오픈

• 2014년 삼성전자 갤럭시 S5 기본 탑재 지출 관리 APP 서비스 오픈

• 2014년 대법원 전자채권 스크래핑 서비스 개발

• 2013년 신분증진위조회 자동화서비스 개발

• 2013년 스크래핑 포털 서비스 사이트 오픈 (www.scraping.co.kr)

• 2012년 기업·세무사를 위한 ‘Taxmate · 세무사Taxmate’서비스 오픈

•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수집 ‘e세로통’ 서비스 오픈

• 2009년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 표준 인증 : 제 41000021-1호

• 2008년 특허출원 – 출원번호 10-2008-0083368

• 2008년 국가 과제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 사업)

• 2007년 제 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07년 INNO-BIZ 인증 획득

• 2005년 특허등록 – 특허 제 0513147호

• 2005년 산업통상자원부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주관 기업 선정

• 2003년 특허등록 – 특허 제 0411994호/제 0399656호

• 2002년 정보통신부 유망 중소기업 선정 – e biz 솔루션 부분

• 2002년 기웅정보통신 부설 연구소 설립

• 2002년 Scraping 기술을 이용한 금융 특화 솔루션 개발

• 1993년 기웅정보통신 주식회사 설립

기타사항
보유 인증 ｜ 유망정보통신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병역특례 지정업체 (병무청)  /  다수 특허 보유 (특허청)  /  전자세금계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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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는 3본부 14팀 총 118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금융권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크래핑을 비롯한 웹 서비스 부문에 있어 최고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사업
본부

• 스마트자금관리 사업 기획 및 마케팅
•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운영
• 아파트 세무, 아파트 회계 영업 및 마케팅,

서비스 운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핀테크 사업추진
• 1금융권 대상 전략 사업 기획 및 마케팅

솔루션사업
본부

• 솔루션 영업 및 제휴 마케팅
• 제휴 금융기관 대상 솔루션 개발 및 공급
• 영업관리 및 서비스 운영

개발본부

• 솔루션 관련 고객응대 및 기술지원
• Auto Info Box 등 기술지원
• 스크래핑 엔진, 모듈, 개발 및 지원
• Mobile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기술 지원 및 디자인

경영
지원부

• 재무회계, 인사총무

경영지원부
(3명)

세무주치의 1팀

대표이사

부사장

※ 금융 SI 파견 직원: 21명

2019.03 기준
총 118명(Local)

■ 조직 별 업무 기능■ 조직 및 인원 구성 현황

1. 회사 소개 2) 조직 현황

세무주치의 2팀

미래사업팀

빌메이트팀

솔루션영업팀

솔루션사업팀

데이터솔루션팀

웹서비스팀

스크래핑팀

모바일팀

금융솔루션팀

전략개발팀

IT기획팀

서비스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개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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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술

회사 설립 이래로 20년이 넘는 기간에 금융권, 공공기관 등 업권별 고객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
여하여 풍부한 스크래핑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를 100% 반영합니다.

스크래핑 기술: 웹상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기술

{Target Site} {Scraping Device}

캐피탈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은행

보험사

대부업

[스크래핑 모듈]

{고객사}

핀테크기업
▪ PC: Non ActiveX
▪ Mobile: Library
▪ Server: Auto Info Box

Multi Browser(PC), Multi OS(Mobile)대응
금융사 내부 Server 환경 내 운용

표준 출력 정의서
기반 수집 정보 전달

Target Site 보안 준수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

[사용자] [금융사]

1) 기웅 스크래핑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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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술

기웅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인 스크래핑 기술 기반 사무자동화 솔루션 『Auto Info Box』을 금융업 및 다양한 산
업군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듈 확장 및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기웅정보통신

금융SI

Auto Info 
Box

모바일
서비스

세무업무
자동화

업무지원
솔루션

• 인터넷뱅킹 등 뱅킹시스템 구축

• 통합자금관리(CMS)

• 법인카드관리솔루션

• 연구비관리(RCMS) 구축

• 보험사SFA구축

• 전자송무자동화

• 사업자상태조회

• 신분증진위조회

• 소득금액증빙자동화

• 담보자산모니터링

• 통합계좌조회

• 통합매입매출조회

• 기타 맞춤형 개발

• 실손보험 간편청구(APP)

• Smart HanQ(APP)

• 세무지원서비스

- 기업용Taxmate

- 세무사용Taxmate

• 아파트세무주치의

• 이세로통

•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미니뱅크(계좌관리)

2) 기웅 스크래핑 솔루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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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술

기웅정보통신은 검증된 스크래핑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다양한
구축 사례를 통해 새로운 스크래핑 개발 및 전담지원 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크래핑 전담지원 조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관제 및 별도 전담 부서 운영을 통해

사이트 변경에 따른 스크래핑 엔진 및 스크립트 업데이트에서

전화 상담·원격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 체계 보유

전담지원
조직

풍부한
개발 노하우

검증된
기술력

금융권
구축사례

검증된 스크래핑 기술력

기웅정보통신㈜는 스크래핑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20만 누적 기업 고객에게 솔루션을 공급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스크래핑 기술력 보유

풍부한 개발 노하우 보유

스크래핑 서비스를 바탕으로 담보자산 모니터링, 전자송무 자동화, 

은행 통합자금관리(CMS), 신용카드사 법인카드관리시스템,       

세무지원시스템 등 기웅정보통신 설립 이래로 20년이 넘는

기간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여 풍부한 개발 노하우 축적

금융권 다양한 구축 사례

최고의 보안수준 및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금융 고객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풍부한 구축 사례를 갖추고 있는 등 패키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사례 다수 보유

3) 기웅 스크래핑 솔루션 특·장점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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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개요

• 2014년 국내 최초 모바일 기반으로 출시한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
•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보험 지급을 위한 청구 서류 심사 및

비용 절감 등을 개선시킨 혁신 서비스

1)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 ‘바로청구’

특징

손쉬운 보험금 청구

40여 개 모든 보험사

대상으로 진료 영수증

촬영·정보 입력만으로 손쉽게

보험금 청구 가능

모든보험사의

내보험정보간편조회

흩어져 있는 모든 보험사의

가입 정보를 간편하게 상세

조회 가능

놓친 보험금 찾기

놓치기 쉬운 의료비에 대한 미

청구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여

청구

전문 설계사의 맞춤 상담

전문 설계사의 진단결과와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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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개요

❖ 금융기관의 기업 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이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자금을 은행의 모 계좌로 집금하고,   
집금 자금에 대한 배분 및 운용이 가능한 종합자금관리 시스템

2) 자금관리 서비스(e-CMS)

구성

기업뱅킹의 사용 권한 체크, 모계좌 다운로드, 사용 실적 업로드

Version Control : 새로운 파일이 있는지 체크 후 있으면 다운로드 후 실행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체, 조회 등 각종 업무를 실행하고 결과를 DB에 저장

Internet

은행, 증권, 기타

자금관리 System

DB 
Server

WEB 
Server

기업 전산 Center

Version Control SERVER
(기웅정보통신 본사 / KT IDC)

1

2 3

1

2

3

관리자 (e-CMS)사용자 (User)

Router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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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시장점유율 1위3) 아파트 세무주치의 서비스(APT-TAX)

개요

❖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익(광고, 임대 등) 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부가세 · 법인세)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특징

❖ 부가세 ·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자동생성을 통한 대량 신고대행 시스템 구현
❖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시간으로 대량의 업무처리 가능
❖ 아파트 회계프로그램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연계를 통해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구성

아파트회원

기웅정보통신

아파트 세무주치의

서비스 서버

아파트회계 프로그램
http://www.xperp.co.kr

인터넷

세무신고 대행

전담 세무사

- 세무조정

- 신고대행

- 세무컨설팅

- 세무교육

DB

제공 사례

❖ 2013년 7월 서비스 오픈
❖ 2014년 3월 서비스 2,500회원(단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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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4) 세무증빙 서비스(Taxmate)

개요

❖ TaxMate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관리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로,   
신용카드외 모든 세무신고자료의 자동화 지원으로 업무 효율의 증가와 각종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서비스

특징

❖ 부가세 환급지원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환급대상 거래분류까지 자동으로 처리
❖ 세무증빙 자동화 서비스: 매출, 경비(매입) ,계좌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일괄수집하고 정리하여 신고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자금관리지원 서비스:  전은행 거래내역 및 카드매출 입금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카드매출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성

서비스 제휴 및 제공 사례

❖ 자체고객 3,500여 고객 서비스 이용 및 KEB하나은행, 금융결제원, BC카드 제휴서비스로 전체 약 1만여 고객

자금관리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서비스세무증빙 자동화 서비스세무증빙 자동화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잔액,내역)

매출대금입금예정액조회

경영현황 리포트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

전카드 부가세 환급지원

부가세신고파일 지원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조회

신용카드매출/매입 조회

현금영수증매출/매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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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5)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및 대사(e세로통)

개요

❖ 고객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통합관리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한 솔루션

특징

❖ 가산세 사전방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자동 수집
❖ 발행/전송 마감일 이전에 내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자료 대사
❖ 스케줄러에 의한 자동 수집 및 ERP 등록
❖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누락 건, 오류입력 건 자동 체크
❖ ASP/ERP 연계 기능

구성

① 내부 자료
Excel Upload

② e세로 자료
Scraping

대사

③ 대사 불일치 자료 제공
· Excel List 확인 · XML 원본 제공

e세로통

제공 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화재,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SK ENS, 삼립식품, 삼성물산 등 250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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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6)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개요

❖ 기업의 거래처 과세 유형, 휴·폐업 여부를 판단하여 전표, 장부 기장 전에 업무처리의 정확도 향상 및 세금 과오납 부담 최소화

특징

❖ 매주 월요일 600만건의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상태를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여 업데이트
❖ 스크래핑 서버 40대를 운영하여 10시간 안에 600만건 데이터 갱신
❖ 배치 FTP 서비스 및 실시간조회 오픈 API 제공
❖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춘 구축서비스 제공

구성

고객

기웅정보통신
서버 스크래핑

휴폐업조회

기웅홈페이지
http://ecct.innohub.co.kr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DB

스크래핑

제공 사례

❖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비씨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 한국씨티은행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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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7) 사무자동화 솔루션(Auto Info Box)

개요

❖ 업무 유형 및 환경에 따라 사용자 디바이스 또는 서버형 서비스로 구분되며, 스크래핑을 통해 대상 기관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화면으로 결과 확인

특징

❖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축 사례 보유 (최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주민등록증 캡차 이슈에 대한 자체 해독 기술 보유(이미지, 음성)
❖ 서버 스크래핑 시, 대용량 처리에도 오류 없이 진위 결과 확인

① 신분확인 솔루션

구성

Internet

제공 사례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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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7) 사무자동화 솔루션(Auto Info Box) ② 소득증빙 솔루션

개요

❖ 업무 유형 및 환경에 따라 사용자 PC 또는 모바일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대상 금융기관의 소득증빙자료 수집 기능을 이용해
요청한 화면으로 대출 가능 및 한도 결과 확인

특징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용으로도 방대한 소득증빙 자료 제공가능 (국내 최대)
❖ 가족관계 증명서 스크래핑 모듈 개발 완료
❖ 다양한 문서 포맷(뷰어)에서 문자 추출 노하우 보유

구성

제공 사례

❖ 케이뱅크, 현대카드, 삼성카드, DGB캐피탈,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현대라이프,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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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7) 사무자동화 솔루션(Auto Info Box) ③ 담보자산 솔루션

개요

❖ 담보자산 솔루션을 통해 수동 입력에 의한 누락 및 오기에 대한 사전 방지, 담당자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처리 환경 개선을 통해
철저히 담보를 관리합니다.

특징

❖ 신속한 업무처리 및 강력한 데이터 추출/분류 기술력 보유
❖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정합성 보장을 위한 파싱(Parsing) 알고리즘 적용
❖ 종이문서 인쇄 없이 전자문서 형식으로 업무 처리 및 문서 보관

구성

[Target Site]

XML

[담보 관련 Data 추출 솔루션] [운영 시스템]

제공 사례

❖ 현대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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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7) 사무자동화 솔루션(Auto Info Box) ④ 전자송무 솔루션

개요

❖ 전자송무를 법원 방문 없이 처리하며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송달문서확인, 소송비용납부, 사건
조회 등을 본 솔루션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내부시스템과 연계

특징

❖ 상시적 소송서류의 전자제출 및 소송비용의 전자 납부 가능
❖ 채권시스템과의 연동 없이 독립적으로 전자소송 가능
❖ 오류발생거래, 과거제출거래를 그대로 재처리 및 제출업무 가능

구성

제공 사례

❖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동양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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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Billmate)

개요

❖ 등기우편으로 주고받던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의 2010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해 주는 서비스

특징

❖ 전자(세금)계산서의 단순발행 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정상 신고된 발행내역과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ASP 업체에서 발행하였지만
매입처에서 미 승인한 발행내역까지 스크래핑하여 한 화면에서 제공 가능

서비스 화면

제공 사례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광주은행
❖ 보험/기타 : 그린손해보험, DAS법률비용보험, 삼성카드, 이니텍, 이지스효성, 홍진데이타서비스 외 ERP업체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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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1) 구축 현황(1/4)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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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1) 구축 현황(2/4)

보험사

저축은행 및 증권사

대부업체

신용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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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1) 구축 현황(3/4)

세무·회계 프로그램 업체

공공 및 일반

P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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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1) 구축 현황(4/4)

계속 추가 중

공공 및 일반

자
체
솔
루
션 전은행 인터넷뱅킹 통합서비스

가맹점 매출관리 서비스

세무증방, 부가세신고 및 환급서비스

더존 ERP 거래내역 연계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

은행/카드/증권 통합자금관리서비스

법인카드 감사/무전표 관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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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기웅은 1999년부터 스크래핑을 개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권의 은행, 카드사,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하여 국세청 등 주요 공공

기관 사이트를 스크래핑하여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웅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여 스크래핑 서비스를 Client 방식과 Server 방식으로 제공하며, 특히 서버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및 국세

청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수집시 기존 서비스중인 고객사 기반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타사에 비해 월등한 경쟁 우위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공 서비스 비 고

금융권

은행 계좌, 카드, 증권,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모듈기반 CMS

카드사 인터냇대출, 전자채권, 사무자동화

제2금융권 인터넷대출, 전자채권, 사무자동화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대기업 전자세금계산서 수집시스템 기업 ERP와 연계

ERP업체 계좌, 카드, 증권, 전자세금계산서 모듈 (ERP 탑재) 더존, 아이퀘스트, 어린이집 ERP

서버 스크래핑

Cafe24 계좌조회 서비스 쇼핑몰 실시간 입금확인

기업은행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내역 프랜차이즈본사 및 가맹점

더존 비즈온 계좌조회 서비스 Smart CEO

휴폐업조회 국세청 휴폐업조회 서비스 대기업 중심 휴폐업정보 제공

BC카드 카드할인내역조회 서비스 Smart Oder

2) 주요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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