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金融 [금늉] [그뮹]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관계를 이른다.

noun

쇼핑 shopping [ʃɑːp-]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

noun



어려운 금융을
어떻게 쇼핑처럼
쉽게 할 수 있을까?

손쉬운 금융 나만의 금융
핀다 팀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다양한 금융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핀다 팀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핀다, 금융쇼핑 플랫폼을
만들수 있을까?

금융상품검색포털
핀다웹출시

2016.07 2017.12 2018.06 2019.07

금융경제
온라인미디어
핀다포스트출시

다음포털
대출검색결과페이지
위탁입점

모바일대출중개서비스
핀다앱출시
(혁신금융서비스대출1호)

2016.07 금융상품검색포털핀다웹출시

2017.12 금융경제온라인미디어핀다포스트출시

2018.06 카카오다음포털대출광고위탁운영계약

2019.01 온라인대출상품최다(100개상품) 입점돌파, 공식제휴금융기관50개돌파

2019.07 모바일대출중개서비스핀다앱출시(금융위원회혁신금융서비스대출1호)

2019.09 한경핀테크어워드금융플랫폼부문최우수상

2019.11 DB-STARS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상, 머니투데이모바일어워드금융부문대상



그리고 2020년

대출 잘 빌리기

• 핀다대출신청엔진및인프라고도화

• 대출상품확장

• 체크아웃기능도입

대출 잘 갚기

• 대출통합진단서비스

• 대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및신용올리기

금융 잘 알기 마이데이터

• 데일리뉴스, 주간요약뉴스

• 특판상품

• 금융트렌드콘텐츠

• 대안신용평가모델

• 신규대출상품개발



핀다의 기술(1) 
고객과 금융기관을 잇다
핀다는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와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전문-소켓과 OPEN-API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MSA (Micro Service Architecture)
Java/Spring Framework/JPA/REST API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AWS / Kubernetes / Docker

연동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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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0%



핀다의 기술(2) 
금융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금융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금융데이터
통계모델 개발

• 실시간데이터질의/분석시스템

=> ElasticSearch, Kibana, Fluentd

• Micro Batch 시스템

=> Kinesis, Spark를활용한데이터수집/분석

시스템개발

• Sas, Python,R을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모델개발

핀다는 개인의 금융상태를잘파악하여 요약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약 1,000개
변수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5,000개로늘어날예정입니다.



핀다의 기술(3) 
빠르고 안정적인 프론트엔드

Android Native WebView

• MVVM 아키텍처

• JetPack

• Firebase 등의Google Infra

• Material Design 기반의UI/UX

• Next.js

• Typescript

• React

• Redux & Redux-saga

최적의 선택을찾아나가는 개발



핀다 신입 개발자 채용

개발과 금융을
모두 교육하여

대접

업계 최고 연봉으로
보상하여

대접



잘 대접하기(1) 
핀다 핀테크 커리큘럼

백엔드 서비스
설계/개발

모바일 서비스
그로스-오퍼레이팅
개론

개인신용정보
톺아보기

금융상품
파헤치기

한가지일을잘함과

동시에다른서비스와

연계가용이한

마이크로서비스구조

배우기

모바일서비스기획을

위한User Story 

작성부터효율적인

마케팅운영을위한분석

방법배우기

대출서비스의구현을

위해국내개인신용정보

인프라와

신용평가모델(통계모델)

을통한심사프로세스에

대해배우기

핀다가다루는

금융상품에대한상품

구조, 사용자니즈, 산업

특성등의금융도메인

지식101 배우기



잘 대접하기(2) 
핀다 신입 보상플랜

• 총현금보상 : 500만원

• 시용기간(수습기간) : 6개월

• 3개월마다2회평가

• 시용기간만료후정직원정착축하금500만원

• 보상지급내역은내규에따름

상여금

정착 축하금

기본급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