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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개념
“ FUTURE9은 KB국민카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육성, 투자, 협업 하고 있습니다. “

FUTURE9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금융 기업

KB국민카드-Start up

Start up
혁신 기술, 서비스/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신성장 동력 및 혁신 기술 발굴

스타트업 사업 고도화

01. FUTURE9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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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 개요

“ 2020년 FUTURE9 4기는 Untact(비대면) 스타트업을 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FUTURE9 4기
모집
분야

푸드/리빙, 커머스/마케팅 솔루션,
모빌리티, 웰니스, 엔터테인먼트(취미/여행),

지원 혜택
협업

대상

② 초개인화 마케팅 기술 개발

교육/키즈, 금융 플랫폼/핀테크,
빅데이터/인공지능(AI), New Biz

모집

① 신규 플랫폼 구축 협업

① 금융 플랫폼(비대면 결제, 소액 투자 등)
②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비대면 마케팅

① 제품/서비스별 카드 마케팅 지원
② 데이터 바우처 연계 제공

육성

④ UX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③ 디지털 온라인 원격 교육(취미/외국어 등)

⑤ 스타트업 전용 사무공간 제공

④ 구독경제 관련 BM 보유 (정기구독 플랫폼)

모집

2020.05.11.( 월) ~ 2020.06.10(수)

일정

* 해당 기간과 별도로 수시로 유망 스타트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③ 제품 제조 및 유통사 연계

투자

① FUTURE9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② KB금융 계열사 및 투자자 네트워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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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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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FUTURE9은 9가지 생활 영역 내에서

혁신 기술, 서비스/제품을 발굴
FUTURE9 9가지 라이프 스타일 영역
FUTURE9

FUTURE9

하고 있습니다. “
FUTURE9 지원 혜택
1

FUTURE9

기술 개발 협업 및 공동 사업화
푸드/리빙
FUTURE9

커머스/마케팅 솔루션
FUTURE9

모빌리티
FUTURE9

2
스타트업

서비스/제품 고도화 지원

선발
교육/키즈
FUTURE9

엔터테인먼트(취미/여행)
FUTURE9

웰니스
FUTURE9

3
지분 투자 및 투자자 네트워크 연계

금융 플랫폼/핀테크

빅데이터/인공지능(AI)

New Biz

02. FUTURE9 모집 분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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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집 컨셉
“ 2020년 FUTURE9 4기 1차는

Untact(구독경제, 초개인화 비대면 마케팅 등)을 주요 분야

구분

주요 모집 분야

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

모집 일정

① 금융 플랫폼 (비대면 결제, 소액 투자 등)

1차 주요 모집

Untact
(비대면)

②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비대면 마케팅
③ 디지털 온라인 원격 교육(취미/외국어 등)
④ 구독경제 관련 BM 보유(정기구독 플랫폼)
* 상기 분야 외 혁신적 스타트업도 자유롭게 지원 가능

2차 주요 모집

추후 공지

2020.05.11.(월) ~

2020.06.10.(수)

02. FUTURE9 모집 분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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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 선발 일정(안)
“ FUTURE9 사무국과 KB국민카드는

집중 모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수시 모집을 통해 협업 부분이 많은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 하고 있습니다. “
* 집중 모집: KB국민카드 현안 과제 및 Untact(비대면) 등 최신 트렌드 연계 스타트업 집중 모집/선발
* 수시 모집: FUTURE9 라이프스타일 영역 및 기술 9개 분야 연간 상시 모집/선발 ( 정시 모집 기간에는 정시 모집과 같은 절차로 스타트업 선발 )

구분

선발 절차
스타트업 집중 모집

집중 모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류 평가

발표 평가

(협업 부분이 많은

스타트업 집중 선발)
* 정시 모집 기간에는
정시 모집과 같은 절차로 스타트업 선발

( 6월 말 )

1차 발표 평가
20.05.11.(월)~ 20.06.10.(수)

FUTURE9 사무국,

(FUTURE9 사무국, KB국민카드 현업 부서)

future9.kr 사업 계획서 제출

KB국민카드 현업 부서

2차 발표 평가

스타트업 집중 선발)

수시 모집

최종 선정

(KB국민카드 팀장/부장)

기업 설명회

KB국민카드-스타트업 협업

데모데이

현업부서 실무자 등 참석

KB국민카드와의 협업 포인트 발굴 및 PoC 진행

협업 성과 있는 팀 대상

스타트업 상시 모집

서류 평가

대면 평가

수시로 협업 가능한 우수 스타트업 상시 모집

FUTURE9 사무국,

협업 사항 논의

future9.kr 사업 계획서 및 협업 부분 제출

KB국민카드 현업 부서

(실무자 및 미래비즈 팀)

2~4주 內 결과 통보

최종 선정

( 6월 말 )

정시 모집과 지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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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사 구성

OPENWATER
INVESTMENT

03. FUTURE9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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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 혜택 개요
“ FUTURE9 선발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KB국민카드, FUTURE9 컨소시엄사는 전략적인 혜택을 제공
KB국민카드 FUTURE9 4기 지원 혜택
Ⅰ

합니다. “

컨소시엄 FUTURE9 4기 지원 혜택

KB국민카드와 협업 및 공동사업화 추진

・ 신규 플랫폼 및 초개인화 데이터 구축 협업
・ 매출 증대 공동 마케팅/카드 발급 제휴

・ N15 전용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

・ KB국민카드 쇼핑몰(라이프샵) 입점

・ 해외 제조 유통사 연계

Ⅱ

・ 시제품 유통 제작 지원

・ 스타트업 사업 고도화 멘토링
・ 우수 기업 투자 연계 검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투자 연계

・ 스타트업 공용 사무공간 제공

・ FUTURE9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 UX 진단 및 자문 /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후속투자 연계

Ⅲ

KB국민카드 데이터 활용 마케팅 지원

・ 제품/서비스별 PoC 마케팅 지원
・ 데이터 바우처 연계 제공, 아보카도 프로그램 최대 30% 할인 지원

・ 자체 제품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

・ 한화드림플러스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S빌리지/서울창업허브 입주 지원

・ UX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03. FUTURE9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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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지원 혜택 ① 협업 및 공동사업화 추진

FUTURE9 2기 ‘ab180’ 협업 사례
기업 잠재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FUTURE9 2기 ‘트립비토즈’ 협업 사례
자유여행 특화 여행 예약 플랫폼 ’TTBB’ 공동사업화
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고객 맞춤형 여행 특가정보를 제공

KB국민카드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업

KB국민카드 데이터본부와 함께 결제/고객행동 데이터 등

국민카드 회원 대상

데이터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업

특가 상품 및 상시 할인 제공

“ 초개인화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일 거래액 1억원 달성 “

03. FUTURE9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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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지원 혜택 ② 데이터 활용 마케팅 지원
KB국민카드 고객 DB 활용 마케팅 지원 사례 (FUTURE9 3기 얌테이블)
B2B 새로운 협업 모델 개척

B2C 일반고객대상 마케팅 협업

KB국민카드와 가맹점 데이터를 활용한 식당사업자 전용

KB국민카드와 온라인 수산물 구매 고객에 대한

온수유(얌테이블 B2B 버전) NEW 구매고객 발굴 프로젝트

상호 협력 마케팅 및 행사 추진

03. FUTURE9 지원 혜택

KB국민카드 지원 혜택 ② 데이터 활용 마케팅 지원
FUTURE9 4기 마케팅 지원 계획(신규 추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

- KB국민카드 회원, 가맹점, 상권단위를 기초로한 데이터를
수요기업 요청에 따라 Customizing하여 제공

- KB국민카드 데이터 마케팅 Know-how 기반 A/B테스트 등
스타트업 서비스 개발 및 최적화 협조

- 정부지원금 4,500만원을 활용한 KB국민카드 데이터 구매 지원
( *민감부담금 20%수준 지출 필요 )

아보카도(KB국민카드 마케팅솔루션) 서비스 할인

- 1,900만명의 고객에게 LMS/App Push 광고에
스타트업 서비스/제품을 홍보하는 타겟 광고 솔루션

- 카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기반 잠재고객에게 타겟 마케팅 진행

- 기존 마케팅 비용 대비 FUTURE9 선정기업에게
광고/마케팅 할인 혜택제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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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지원 혜택 ③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투자 연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지분 투자 및 투자 연계

・ 스타트업 공용 사무공간 제공

구분

・ 강남 한화 드림플러스 공간 예시

펀드명

사무공간 제공

내용
퓨처나인 Scale-up 펀드 1호 (가칭)

KB국민카드와 N15 Partners가 결성한 펀드로

지분 투자
내용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 진행

FUTURE9 컨소시엄 투자사

UX 진단 및

투자 연계

컨설팅
・ 맞춤형 UX 자문 프로세스 설계
・ UX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토대 적합한 Task 선별 적용

OPENWATER
INVESTMENT

03. FUTURE9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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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사 지원 혜택 ①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연계 사례 및 지원 절차

디자인 및 기구설계

회로설계

S/W 개발

목업 제작

인증

양산

03. FUTURE9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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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사 지원 혜택 ②

사용자 인터뷰 설계/수행/분석

아이디에이션 설계/수행

UX설계 점검 및 발전 방향 가이드

・ 스타트업 사업 고도화 멘토링

・ 자체 제품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

・ 한화드림플러스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UX 리서치 및 심층 진단

・ 협력기관 네트워크 연계

・ S빌리지/서울창업허브 입주 지원

・ 우수 기업 투자 연계 검토

・ UX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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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1기
마케팅(Marketing)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비가청 주파수를 사용한 마케팅 정보 전송

서재 관리 및 맞춤형 지식 큐레이션 플랫폼

잉여 주차장 공유 플랫폼

결제(Payment)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비콘 기반 모바일 영수증·쿠폰 관리 앱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취미 큐레이팅 플랫폼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식품 내 주의성분 확인 서비스

유아·청소년 체험활동 중계 플랫폼

유학·어학연수 중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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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
협 업 형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혁 신 형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여성건강 관리 플랫폼
종합 인테리어 리빙 플랫폼

데이터 관리·거래 플랫폼

플랫폼(Platform)

자유여행 중개 OTA(온라인 여행사)

결제(Payment)

중고차 보증연장·할부금융 플랫폼

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

2030 청년 특화 주택 중개 플랫폼

서비스(Service)

모바일 영어 교육·매칭 플랫폼

BLE 안테나 기반 차량 무선 결제 솔루션

유야용 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
초대권 모바일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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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
서비스(Service)

서비스(Service)

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스마트 계약 보안·감사 솔루션

전국 맛집 배송 서비스

결혼식 정보·예약 관리 서비스

수산물 유통 플랫폼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서비스(Service)

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차량 구매 동행 점검 서비스

입점형 온라인 쇼핑몰 관리 서비스

중고자동차 사고 유무/시세 조회 플랫폼

시간제 공유주방 플랫폼

해외 디자이너·명품 쇼핑몰

2020년 FUTURE9 4기 소개자료

The End o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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