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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진행되어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KB국민카드 FUTURE9’

2017년 처음 시작한 KB국민카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FUTURE9은 올해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총 54개의 선발기업과 다양한 협업/공동사업화 사례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1~2달 이내에 

수행되는 협업건도 있었지만 2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양사간의 

목표를 100% 달성한 협업 성과도 있었던 반면, 협업 과정에서의 수많은 시행착오들도 경험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이러한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FUTURE9 1~5기 모집 분야별 현황 및 각 기업별 소개, KB국민카드와 스타트업간의 협업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규 플랫폼/신사업, 기술 내재화, 공동 마케팅, 데이터 협업, KB금융그룹 계열사 

연계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FUTURE9 모집 시 700여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의 지원 뿐만 아니라, 작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으로 향후 진행될 FUTURE9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FUTURE9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FUTURE9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대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배경 Credit Card, 그 이후를 생각하다 : 카드상품과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성장동력을 모색, 기존 인프라 및 자원과 New biz를 결합 할 수 있는 파트너 필요 

스타트업!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 : ① 우수 인재들의 집합  ② 도전/실패로 성장하는 테스트베드 조직  ③ Biz/기술/문화 트랜드 변화 인지

KB국민카드 FUTURE9 : 핀테크를 뛰어 넘어, 축적된 고객/소비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혁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Best Player

신사업/신기술 내재화

본업 경쟁력 강화

M&A Pool 확보

기업 매출 증대 마케팅

카드사 Data 활용 협업

투자지원 및 기업 네트워크 확대

선발

협업

공동사업화

마케팅, 플랫폼, SI투자 New Business, Tech

Start-up

외부평가

지원/선발
기업 수

지원기업 수

선발기업 수

1기 (’17) 2기 (’18) 3기 (’19) 4기 (’20) 5기 (’21)

165
9

323

572

672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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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History

FUTURE9
History

주요내용

- 모집 영역 : 과제협업형, Biz협업형, 미래혁신형 분야 모집(9개 영역)

- 선발 기업 수 : 14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702개

- 모집 기간 : ’21.6.1 ~ 6.30 (총 4주)

* 중복 또는 미선택 포함

당사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형’ Track 신설 및 퓨처나인 전용 펀드 활용한 ‘혁신형‘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이후 트렌드/Human Tech/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모집

- FUTURE9 선정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 결성 (총 130억원/GP:세종벤처파트너스/당사50억)

- 스타트업 협업·지원 공로로 ‘창업활성화-창업지원’ 우수 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구분 지원 수 비중

과제협업형 156개 22.0%

Biz협업형 197개 27.8%

미래혁신형 355개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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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업 소개 협업 추진(예정) 내용

디어코퍼레이션 전국 점유율 1위 킥보드 사업자 *(서울권 제외) KB Pay 연동 및 공동마케팅 실시

요쿠스 Saas형 동영상 S/W인 플립플랍(FLIP FLOP) 운영 국카몰 라이브커머스 관련 협업 추진

라이언로켓 글로벌 Top Level 딥러닝 음성/영상 생성 기술 보유 리브메이트 버츄얼휴먼  활용 서비스 추진

브이엠이코리아 고품질 모빌리티 배터리 모듈/팩 제조 및 상품 판매 KB국민카드 올리스 제휴 및 상품관 개설

체카 중고차 원스톱 상품화 플랫폼 중고차론 공동 마케팅 추진 및 중고차 운용리스 협업 검토

닥터나우 원격진료부터 처방약 배송까지 비대면 의료 서비스 마이데이터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협업 검토

프레시코드 MZ세대 타겟 건강 가정식(샐러드 등) 스팟 배송 플랫폼 정기구독 협업 및 이용금액 증대 마케팅

에너지엑스 소규모 민간자본 타겟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기업카드 고객 대상 에너지컨설팅 협업 추진

양유 자체 솔루션 활용, SNS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품 브랜드화 건강 간편식 국카몰 활용 라이브커머스 판매

두꺼비세상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제휴카드 출시

바로팜 약국 대상 도매상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주문 플랫폼 약국 가맹점 대상 이용금액 증대 프로모션

페이민트 비대면 모바일 간편결제 솔루션 보유 및 플랫폼 제공 학원비 등 결제선생을 통한 리모트페이 협업

메사쿠어컴퍼니 얼굴 인식 인공지능 S/W 보유 KB Pay 내 얼굴인증 결제 신사업 추진

두손소프트 무설치 양방향 비대면 화상 솔루션 고객상담 시 활용 가능한 양방향 응대  솔루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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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세상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네이버 대표 부동산 커뮤니티

기업/서비스
개요

•네이버 카페 중심의 No.1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매물 안전진단, 실시간 권리 분석, 권리 전액 보증 보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계약 

    서비스, 수요자 매물 거래 수수료 無 

•임대료 무보증방 운영 : 두꺼비세상이 보증보험료 납부, 임차인은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 및 

    카드로 월세 결제

페이민트

PG, VAN Less 솔루션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의 지급 결제 인프라를 PG,VAN Less 솔루션 기반 서비스 제공

    (모바일 청구서 기반 결제선생, 스마트오더 LINQ, 앱설치 없는 간편결제 스피디솔루션 등) 

•총 거래 취급액 2,107억원, 누적 가맹점수 7,854개 (‘21.3 기준)

•학원, 병원, 보험사 등 신용카드 결제 기반 Zero-Contact 결제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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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코드

건강 간편식 주문 및 제조/배송 서비스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건강 간편식 브랜드와 상품, 자사 온라인 플랫폼, 프코스팟 배송시스템 통합을 통한 

    선 주문 – 생산 – 물류 통합 플랫폼 구축

•MZ세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연평균 성장률 169% / 서비스 런칭 4년만에 샐러드 온라인 

    플랫폼 1위, 샐러드 정기배송 브랜드 인지도 1위 달성

•비대면 배송 거점 지역(프코스팟) 확장 및 건강식 제품 라인업 확대 중

•국내 최초로 대형은행 로그인 및 간편이체에 얼굴인식 기반 인증 적용

•경쟁사 대비 정확도 및 처리속도 강점 보유

    (바이오정보 성능시험 관련 금융결제원 적합 테스트 통과) 

•독자 개발한 위변조 방지 기술 보유 및 Device 와 Sever 이중 확인을 통한 안정성 확보

메사쿠어컴퍼니

얼굴인식 AI 소프트웨어

기업/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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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로켓

딥러닝을 활용한 가상 음석/영상 생성 기술 솔루션

기업/서비스
개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딥러닝 음성/영상 생성 기술 보유

    (셀럽 활용한 가상 영상/이미지 제작 가능)

•타 경쟁사 대비 적은 학습 이미지 및 음성 데이터로 AI 엔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가상의 아나운서 활용한 시연 서비스 제작

브이엠코리아

모빌리티용 배터리 제조 기술 보유 기업

기업/서비스
개요 •고효율, 고출력 배터리 판매 및 자체 모빌리티 제품(이륜차) 제작

•배달 수요 증가, 친환경 배터리사용 모빌리티의 정부지원 등으로 시장 확대 중

•국내 유일 전기추진 항공기 배터리 제조,한국항공우주원 등에 배터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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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엑스

소액 민간 태양광 에너지사업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온라인에서 연계하는 O2O ‘소셜에너지 플랫폼’ 운영

•설계 및 시공사 연계 : 공간 소유주와 설계 및 시공 파트너 연계

•자본 조달 연계 : 자금 수요자와 투자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PF 채권, 브릿지 채권, 우선주/보통주 등 분산 투자 가능)

요쿠스

Saas형 동영상 소프트웨어 플립플랍(FLIPFLOP) 운영

기업/서비스
개요

•한번의 변환처리를 통해 모든 플랫폼(모바일/웹) 내 동영상 재생가능

    (원본 대비 평균 6~20배 압축)

•클라우드를 통해 앱/웹에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2개 이상의 HD급 동영상 동시 전송이 가능한 영상 편집 및 재생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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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카

중고차 판매 시 상품화 공정을 표준화하고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실시간 상품화 공정관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이력 및 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

•복잡한 상품화 공정을 표준화하고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상품화 소요시간을 8일→3.2일로 기존 대비 60% 감소)

•제품 품질 신차수준으로 복원 및 비대면 입출고 중고차 자판기 활용 거래(‘22년)

두손소프트

양방향 비대면 화상 상담 솔루션 ‘제네스’

기업/서비스
개요

•웹채팅, 문서 및 노트 공유, 녹음 및 녹화 등의 기능을 통하여 실시간 비대면 보험 청약 

    서비스 제공 (삼성생명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 구축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21.4) 

•HTML 기술 활용 소비자는 별도의 Active와 Plug-in 설치 없이, 비대면 화상 서비스 사용 가능

•웹기반 PDF 문서 보기, 신분증 스캔 솔루션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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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코퍼레이션

킥보드 가맹사업자 대상 리스/관리 솔루션 제공 및 일반 고객 대상 공유 킥보드 사업 운영

기업/서비스
개요 •킥보드 직접 매입/관리가 아닌 렌탈사-가맹점-고객 연계를 통한 빠른 사업 확장

•킥보드 활용 게임성 추가 및 커뮤니티 기능을 통한 이용자 활성화 진행

•향후 배달사업 확장, 하이퍼 로컬 영역 커뮤니티/커머스 확장 추진 예정

닥터나우

비대면 원격 진료 부터 처방약 배달까지 이어지는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코로나 시대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분 만에 진료부터 약 배달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21년 7월 기준 비대면 진료 누적 226만건,  구글플레이 MAU 인기앱 4위 등 )

•병원-약국연계 API, 약국-배달회사 연계 API 구축 제공을 통한 국내 유일 의료 서비스

    (진료비 결제 전 처방전 전송 및 간편결제를 통한 진료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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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5기01

•제약/수입사 의약품 주문 가능한 도매 의약품 발주 플랫폼 운영, 수입사별 가격비교/

    재고확인 및 통합결제 서비스 추진중

•베타런칭(21.2) 이후 가입 약국 약 200개, 누적 거래액 약 80억원 달성

•향후 의약품 배송 및 자사몰 운영을 통한 온라인의약품 도매쇼핑몰 운영 예정

바로팜

제약/수입사 의약품 주문 가능한 도매 의약품 발주 플랫폼 운영

기업/서비스
개요

양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 

기업/서비스
개요

•식음료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대행 운영노하우를 통한 소비자 분석으로 브랜드 기획 및 

    제품 출시 

•MZ세대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디저트(떡) 제품 개발 및 SNS 기반 마케팅

•주요 브랜드 : 청년떡집, 우주인 피자, 맘앤대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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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02

FUTURE9
History

컨소시엄(AC,VC,공공기관 등) 구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혜택 확대 및 Untact 관련 기업 선발

- FUTURE9 컨소시업 구성(창업진흥원, 서울창경, KB증권, N15 등)을 통해 발굴 채널 확대

- COVID-19로 인한 Untact 트랜드 반영한 집중모집을 통해 당사 현안해결 가능 스타트업 발굴

- 500억원 규모의 펀드(GP:시그나이트파트너스)에 출자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수단 다양화

FUTURE9
History

주요내용

- 모집 영역 : FUTURE9 컨소시엄 연계 Untact(비대면) 분야 모집

- 선발 기업 수 : 11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672개 (전년대비 17% 증가)

- 모집 기간 : ’20.5.11 ~ 6.10 (총 5주)

* 중복 또는 미선택 포함

영역 구분 지원 수 비중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비대면 마케팅 217 36.7%

구독경제 관련 BM 보유(정기구독 플랫폼) 125 21.1%

금융 플랫폼(비대면 결제, 소액투자 등) 122 20.6%

온라인 원격 교육(취미/외국어 등) 89 15.0%

기타(Tech, 프롭테크, 모빌리티 등) 3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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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업 소개 협업 추진(예정) 내용

워시스왓 비대면 세탁물 배송 서비스 의류주문 고객 대상 T&L 타겟마케팅 청구할인 프로모션

아파트너 아파트 입주민 관리 플랫폼 아파트관리비 포함 라이프스타일 카드 이용금액 증대 프로모션

컬쳐히어로 푸드 콘텐츠 기반 미디어 커머스 ‘KB국민카드 X 아내의식탁’ 콜라보 유튜브 광고 제작

로민 AI 기반 비정형문서 인식 솔루션 카드 발급 심사 시 서류 자동문자인식(OCR) 적용 및 가맹점 심사 시스템 구축

디자이노블 AI 디자인 생성 / 제작 솔루션 스타프렌즈 굿즈제작을 위한 협업 추진

테이블매니저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및 관리 솔루션 KB Pay 내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서비스 탑재 및 호텔  식사권 PoC 마케팅 협업

카랑 자동차 비대면 방문 점검 서비스 당사 임직원 대상 Poc 및 이용금액 증대 마케팅

데이터노우즈 AI 데이터 기반 아파트가격 예측 솔루션 당사 결제 데이터 구매 및 상권 데이터 구축, KB리브온에 부동산 가격 API 연동

케어닥 노인 요양시설 & 간병인 통합 중개 플랫폼 간병비 카드결제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보고플레이 ‘1인 Live 커머스 플랫폼' 당사 이용금액 증대 즉시할인 프로모션 실시

더식스데이 반려동물 용품 정기배송 플랫폼 당사 정기구독 K-Bill 입점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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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02

워시스왓

모바일 기반 의류 등 세탁 의뢰 접수, 세탁 및 배송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GS25와 협력하여 편의점에 세탁물을 맡기면 48시간 내 집에서 세탁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서울·경기 중심 1,900여개 매장 제공 중)

아파트너

아파트 관리/모니터링 관련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서비스
개요•모바일 기반 세탁물 수거-세탁-배송까지 직영 관리 서비스 제공

    (‘쿠팡맨’ 시스템을 도입, 주문한 당일 밤에 수거 후 이튿날 아침 7시 까지 문 앞으로 배송)

•관리사무소 ERP부터 보안시스템, 하드웨어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입주민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

    - 입주민: 모바일 기반 전자 주민투표, 관리비 조회, 공동시설 예약 서비스 등

    - 관리사무소: 입주민 소통, 전자 입찰 시스템, 공지사항 전파 등 관리업무

•‘20년 부동산 직거래 중개업체 ‘두꺼비 세상’에 인수되며 사업 시너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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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4기02

컬쳐히어로

푸드 콘텐츠 기반 커머스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온라인 최적화된 자체 브랜드(PB)를 연구/개발 후 간편 조리식 판매

•유저가 직접 참여해 푸드콘텐츠 공유하고 레시피와 상품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샵스타일’ 

    커뮤니티 런칭

로민

인공지능 기반 비정형 문서(스마트폰 이미지, 팩스 등) 인식 솔루션

기업/서비스
개요

•푸드 콘텐츠 기반 미디어 커머스 ‘우리의 식탁’ 운영

    (누적 회원가입 수 100만명, 다운로드 수 170만건)
•대량의 비정형 문서에 대해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정확한 값 검출 

    (2019 인공지능 R&D 그랜드챌린지 1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높은 정확도로 신뢰성이 요구되는 보험금 청구용 비정형 문서 인식 협업

•추후 Deep Fake검출, AI 의료 영상 진단,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솔루션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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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노블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유행가능성 높은 디자인을 AI로 자동 생성

기업/서비스
개요

•AI 자동생성 디자인 블라인드 테스트 선호도 65% 달성

•디자인 트렌드 분석, 생성, 판매량 예측 등 패션 內 전분야 원스톱 솔루션 제공

테이블매니저

매장 포스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한 24시간 레스토랑 매장별 예약 관리 IT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유행가능성 높은 디자인 생성

•실시간 매장별 잔여석 관리 기능 및 네이버 예약과 직접 연동을 통한 서비스 

•선결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노쇼(예약 부도)를 방지 하고, 별도 앱 대신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연동 

•외식업 예약 관리 서비스 기술을 토대로 의료, 미용, 여가,반려동물 등 사업 확대 

트렌드 파악 제품기획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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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랑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 정비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고객은 신청/관리 편리함, 정비사는 고객과 서비스에만 집중 가능한 플랫폼

•전국 서비스 확장과 플랫폼 개발을 기반으로 비대면 종합 차량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 추진

데이터노우즈

데이터기반 부동산 미래가격 예측 플랫폼 ‘리치고’

기업/서비스
개요•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여 신속한 정비와 11가지 표준 안전점검 실시

    (누적 고객 45만건, 월이용자 55천명, 재구매 전환율 42%, 수입차 시공비율 34%) •부동산 관련 데이터(전세가, 매매가 등) 및 관계 데이터(거주인구, 유동인구, 초중고 

    정보 등)를 활용한 부동산 미래가격 예측 모형 및 투자/거주관점 지표 구성

•기존 부동산 정보 이외 재개발/교통개선 지역 표기를 통한 미래가격 예측 정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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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닥

노인 요양시설 & 간병인 매칭 통합 플랫폼 기업

기업/서비스
개요

•5단계 자격심사 및 3단계 전문교육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 제공

•전국 23,0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 및 1,500개의 요양병원 관련 신뢰성 높은 사용

    Data 확보

보고플레이

1인 쇼호스트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 소비자가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전문 간병 관리사 및 요양시설 중개·매칭 플랫폼, 노인돌봄 관련 모바일 1위 사업자 

    →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등 부가사업 병행

•모든 종류의 SNS 채널 가입 허용으로 인한 높은 신규가입 전환율 보유 및 해당 SNS 

    동시 송출 진행으로 유입률 향상, 앱/웹 동시 활용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초고화질 스트리밍 및 상품별 맞춤형 증강현실 배너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과 

    쇼호스트 호감 향상

•VOGO 전문 쇼호스트 교육으로 비디오 커머스 업계 내 바이럴 홍보 및 고퀄리티 

    라이브방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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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식스데이

반려동물 용품 정기배송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30% 이상 고객이 1년 이상 장기 고객이며 SNS 상 이미 브랜드 자산 축적

•‘21년 ‘GS리테일’에 인수되며 사업 시너지 가속화

•개인별 니즈에 따라 매 월 필요한 반려용품을 직접 골라 받는 선택형 정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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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03

FUTURE9
History

데이터 활용, 협업 사례 확대 등으로 3기 지원기업 수 증대 및 FUTURE9 브랜드 인지도 상승

- 크라우드 펀딩 기업(와디즈)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발굴 채널 확대 추진

- FUTURE9 기업 투자 가능한 전용 펀드 결성(GP:와디즈) 및 선발기업 투자 집행

- 내부 IR-day 활용 임직원 이해도 및 협업 가능성 증대를 통해 실질적인 협업 사례 도출

FUTURE9
History

주요내용

- 모집 영역 : Customer Journey Map 영역의 스타트업 모집

- 선발 기업 수 : 10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572개 (전년대비 77% 증가)

- 모집 기간 : ’19.6.10 ~ 7.9 (총 5주)

* 중복 또는 미선택 포함

구분 지원 수 비중

쇼핑/가전 118 9.4%

주거/음식 115 9.1%

엔터테인먼트 100 7.9%

헬스/웰니스

7.8%

교육

98

지원 수

223

179

165

143

120

비중

17.7%

14.2%

13.1%

11.3%

9.5%

구분

여행

디지털금융

모빌리티

반려동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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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업 소개 협업 추진(예정) 내용

웨딩북

스마일벤처스

소프트베리

핀테크

카바조

얌테이블

아빠컴퍼니

셀러허브

해치랩스

위대한상사

웨딩 정보/후기 및 예약 ERP 플랫폼 ‘웨딩북’ 웨딩북 플랫폼 이용 시,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해외 명품/디자이너 제품 커머스 플랫폼 ‘캐치패션’ 카드이용금액 증대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전기차 통합 플랫폼 EV Infra 전기차 이용고객 대상 당사 전기차 카드발급 프로모션

비정형 신용평가 모델 및 오토금융서비스 ‘렌킷’ ‘렌킷’ 상품 탭에 당사 신용대출 상품 안내 협업

정비사 구매동행 서비스 ‘카바조’ 카바조 이용고객 당사 카드론 연계 및 차량 구매 동행 제휴서비스 실시

수산신선식품 프로세싱 및 D2C 온라인커머스 당사 식음업종 가맹점 대상 신선 수산물 식재료 B2B 판매

전국배송 맛집요리 플랫폼 '요리버리' K-bill 정기구독 플랫폼 입점 및 즉시할인 프로모션 진행

API연동 기반 실시간 상품/주문/재고관리 솔루 기업카드 활용 서브몰 정산 선결세 프로세스 구축

블록체인 미들웨어 솔루션 ‘Henesis’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관리 플랫폼 협업

상업공간 유휴 시간 공유 플랫폼 ‘나누다키친’ 당사 인근 카드이용금액 증대 청구할인 마케팅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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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03

웨딩북

예비부부 대상 웨딩 패키지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오프라인 상담 및 체험을 위한 250평 규모의 공간(쇼룸+클래스) ‘웨딩북 청담’ 운영 중

•사업자용 제품인 웨딩북 Biz는 웨딩홀의 40%, 드레스샵의 85% 점유하며 관련 Data 확보

스마일벤처스

명품 럭셔리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

기업/서비스
개요•웨딩홀/스드메/혼수/신혼여행/가구 및 인테리어 등 관련 결혼 관련 서비스/제품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한 플랫폼

•온라인 기반 100% 정품만 취급하는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

•합리적인 가격의 명품 브랜드의 해외직구 대행,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없이 공식 유통채널 

    이용(온라인 리테일사), 100% 정품 취급으로 차별화

•2021년 9월 기준 론칭 2년 만에 누적거래액 800억원 돌파, TOP 모델 활용 마케팅으로 

    매출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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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03

소프트베리

전기차 이용자 대상 충전소 정보제공 및 결제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충전 인프라 정보공유, 충전소 경로 검색, 충전 사업자 별 차등 없는 충전 가격 App을 

    이용한 결제 통일(QR 및 NFC 활용), 충전 단계 간소화

•SK와 차량베터리 관제 솔루션 사업 추진중

핀테크

신용평가 및 비대면 대출 솔루션 기반 자동차금융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전기차 충전 결제 서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공유 플랫폼 •2019년 5월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기술 활용 대출솔루션 개발(렌킷)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보험가입령력, 과태로, 범칙금 등 현황 정보 제공 

•현재 서비스는 ‘모니’ 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본인 소득수준 및 또래집단과의 비교 정보 제공, 

    건강 모니터링, 아파트 시세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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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03

카바조

차량 정비사 출장 동행점검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100여명 이상 전문 정비사 보유, 2021년 4월 기준 점검차량 1,005대, 누적 1만7천대 기록 

•코로나 영향으로 정비사의 비대면 단독 검수 및 탁송 서비스 개시

얌테이블

수산 신선식품 분야 D2C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차량 구매 시 또는 정기/부정기 점검 시 경험이 풍부한 정비사 동행·점검 중개 플랫폼 운영 •수산 신선식품을 직접 소싱·프로세싱하여 신선한 제품을 온라인 위주로 제공

•수산 식품분야에서 1등 사업자 (2020년 매출액: 461억원, 전년 대비 43.4% 성장)

•현재 경남 거제에 초신선수산 허브 및 생산공장 건립 진행 중



25

FUTURE9 3기03

아빠컴퍼니

전국 각지의 맛집 요리의 HMR 기획 후 배송

기업/서비스
개요

•단순 배송중개를 넘어, 각 프로세스별 밸류체인 구축,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허가 등 관련 

    컨설팅 제공

•현재 하이트진로, 세븐일레븐 등 기존 오프라인 리테일 대표주자와의 협업으로 신규 

    판로 개척

셀러허브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통합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전국 맛집요리 배송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킬러상품 HMR 상품 제작 및 유통 •단 1번의 셀러 허브 입점으로 모든 쇼핑몰의 상품 일괄 등록, 주문 일괄 관리, 통합 정산 가능 

    및 고객 서비스 지원

•패션 카테고리에서 인테리어, 가전, 건강, 반려동물 등 전 카테코리로 입점 업종 골고루 

    증가에 따라 매출 증가

•자사몰 별도 연동을 통한 직사입 후 판매 프로세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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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3기03

해치랩스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및 블록체인 미들웨어 솔루션 제공

기업/서비스
개요

•KB그룹, 삼성, LG 와 기술협력 중이며,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등 30여개 이상의 기업에 

    서비스 제공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지갑, 수탁, 거래소 효율 개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까지 확장 

위대한상사

요식업 창업자 대상 공유 주방 플랫폼 및 부가서비스 제공

기업/서비스
개요

•블록체인 도입 기업의 안전한 스마트컨트랙트 개발/배포 및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솔루션 제공
•공유주방 중개 플랫폼 ‘나누다키친’, 빅데이터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메뉴로 창업해야 할지 

    추천하는 ‘픽쿡’ 브랜드 운영

•공간 쉐어 이 외에도 창업자들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솔루션 등 제공

•2021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한 배달형 공유주방인 ‘농협공유주방’ 1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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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04

FUTURE9
History

FUTURE9
History

주요내용

- 모집 영역 : 협업형 / 혁신형 2-Track 모집 실시

- 선발 기업 수 : 10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323개 (전년대비 96% 증가)

- 모집 기간 : ’18.5.2 ~ 5.31 (총 5주)

* 중복 또는 미선택 포함

2-Track(협업형(단기)/혁신형(중장기))모집을 통한 빠른 협업 및 기술 내재화 프로그램 구축

- Outbound 모집을 실시하며 기존 Inbound 형태 모집의 한계점 극복(우수 스타트업 사전 발굴)

- 선발기업 중 투자 가능성 높은 우수 기업 소액 직접투자 실시로 스타트업 재무적 지원 추진

- Small Win(마케팅 등) 이후 공동사업화 추진(TTBB 등)등 중장기 프로세스 구축 

구분 지원 수 비중

협업형 94개 29.1%

혁신형 217개 67.2%

미선택 23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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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04

기업명 기업 소개 협업 추진(예정) 내용

집꾸미기

Ab180

튜터링

OWiN

스마트스터디

트립비토즈

트라이월드홀딩스

씽즈

티킷

네오플랫

1인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 커머스 플랫폼 체크카드 이용고객 대상 집꾸미기 제품 활용 집 인테리어 마케팅 추진

앱/웹 데이터 활용한 B2B 고객 마케팅 솔루션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 기반 컨소시엄 구축 및 초개인화 마케팅 고도화

온디맨드 방식 원어민 튜터와 수강생을 연결하는 외국어 교습 서비스 이용금액 증대를 위한 타겟고객 즉시할인 프로모션 실시

자동차에 Digital ID 부여 및 차량 위치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하이패스형 디지털 전자카드 기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영유아 콘텐츠(핑크퐁/상어가족 등) 제작 및 보급하는 글로벌 IP 기업 카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리브메이트 활용 미니사운드북 쿠폰 협업

전세계 호텔 예약/추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익스피디아 등과 유사) 당사 고객 전용 자유여행플랫폼 TTBB 출시

제조사 보증이 종료된 차량 대상 연장보증 서비스(워런티) 제공 중고차 딜러 연계 오토론/할부 상품 판매 추진

생리 주기별 생리대 정기 배송 서비스 K-Bill 구독서비스 및 이용금액 증대 마케팅 추진

공연자나 기획자가 직접 모바일 티켓을 발행/판매 당사 공연행사 기획/운영, 티켓 배부 및 관리 제휴 검토

고시원/원룸텔 입주 중개 플랫폼 고방 이용고객 대상 청약통장 발급 협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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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04

집꾸미기

인테리어 매거진 제공을 통한 관련 가구/소품 커머스 판매

기업/서비스
개요

•인테리어 공사가 어려운 전/월세 세입자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간 인테리어 서비스

    (컨설팅) 제공

•‘21.2월 기준 누적 회원수 310만명,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등) 

    구독자수 450만명 

AB180

앱/웹 데이터 활용한 B2B 마케팅 솔루션

기업/서비스
개요

•소비자들이 직접 꾸민 세련된 인테리어 매거진을 기본 제공, 인테리어에 사용된 소품을 

    커머스로 판매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여도 측정/분석 Tool인 「Airbridge(자체개발 솔루션)」 제공

•타사의 마케팅 툴 판매대행(3rd Party 제품 Reselling) 및 컨설팅 Braze(마케팅 자동화 툴) 

    및 Amplitude(Data기반 제품 분석 툴)을 주로 제공

•이업종 데이터 결합 및 마케팅 활용 사업 *Facebook 기술 파트너 선정

광고성과 측정Tool(AirBridge) Process 주요 보유기술: Incrementality 분석 소개

•광고효과의 과대평가 문제 해결

•머신러닝 활용 인과추론 분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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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04

튜터링

온디맨드 방식 원어민 튜터 연결 외국어 교육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콘텐츠 측면에서 학습카드 제작/활용을 통한 경쟁력 및 차별성 보유

•영어이외 중국어 등 언어 확장 및 앱 내부 자체 커머스 판매 추진

OWiN

운전자를 위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사용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온디맨드 방식으로 원어민 튜터와 수강생을 연결해주는 외국어 교습 서비스

•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여 차량위치기반으로 결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서비스 가맹점(주유소, 주차장 등)에 위치 감지 장치 및 POS 시스템을 설치하여 

    결제 인프라 제공

•르노삼성차와 협력을 통해 인카페이먼트 서비스(차량 내 내비화면에서 오윈 앱으로 주문 

    및 결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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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2기04

스마트스터디

영유아 콘텐츠(핑크퐁/상어가족) 제작 글로벌 IP 기업

기업/서비스
개요

•핑크퐁 아기상어 유튜브 누적 조회수 전세계 최초 100억뷰 달성

•‘더핑크퐁컴퍼니’로 사명 변경하고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 추진 

트립비토즈

영상 기반의 자유여행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예약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콘텐츠 제작 IP 라이선스 사업 제품 제조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여행업 최초 영상 후기 도입으로 여행자가 직접 영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호텔 

    예약 플랫폼 구축

•글로벌 주요 OTA, 익스피디아 1Tier 공급계약 체결로 최저가 수준의 숙박 최저가 

    선별 노출

•유저 영상 업로드 리워드 제공 및 해당 리워드로 숙박 예약 등 영상소통-예약 선순환 구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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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월드홀딩스

제조사 보증 종료 차량 대상 연장보증(워런티)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

•수입차 과잉정비로 인한 고객 부담 및 사회적비용 절감, 정비네트워크로 합리적 가격으로 

    연장보증

•보험사 및 중고차 매매상 활용 B2B 판매 추진

씽즈

여성을 위한 복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먼슬리씽’

기업/서비스
개요•제조사 보증이 종료된 차량 대상 연장보증서비스(워런티) 제공

•생리대(국내외 유기농 제품) 무료 샘플 제공 및 생리 예정일에 맞춰 생리대 정기 배송 서비스

•바이오정보(생리) 분석 및 여성고객 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확장 및 추가 상품 확대 가능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및 보건복지부의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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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킷

스마트 티켓을 이용한 티켓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서비스
개요

•판매수수료 분배 기능(이익 배분)을 통해 티켓 발행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인들이 SNS 

    등에서 판매 가능

•티켓관리, 입장 추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안심 방문 등록 서비스 출시

네오플랫

2030 청년층을 위한 통합 주거 플랫폼 ‘고방’

기업/서비스
개요•공연자나 기획자가 직접 모바일 티켓을 발행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청년층 대상 고시원/원룸텔 입주 중개 플랫폼(직방, 다방의 고시원 버전)

•’21년 4월 임대주택 공고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형서비스 ‘알고’ 출시

•고시원/원룸 이외 호텔/모텔/스터디카페 등 공간정보 중개 플랫폼(위스테이)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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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9
History

FUTURE9
History

주요내용

- 모집 영역 : Digitalization 및 Lifestyle 관련 분야 스타트업

- 선발 기업 수 : 9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165개

- 모집 기간 : ’17.7.3 ~ 8.4 (총 5주)

KB국민카드 독자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런칭, 9가지 영역의 혁신 스타트업 선발

-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아인벤션랩) 제휴를 통한 발굴/투자/육성 프로그램 운영

- Inbound 발굴을 통해 Seed ~ A round 단계의 스타트업 선발 및 협업 추진

- 데모데이 발표 순위 기반으로 8개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 실시 

구분 업체 수 비중

컨텐츠/커뮤니티 72 23%

여행/레저/취미 55 18%

쇼핑/커머스 41 13%

결제/금융거래 39 13%

의료/헬스케어 26 8%

자동차/교통 23 7%

주거 20 7%

음식 20 7%

패션/뷰티 12 4%

소 계 3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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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업 소개 협업 추진(예정) 내용

엄선

사운들리

어브로딘

펫닥

아자스쿨

모두컴퍼니

하비박스

라이앤캐처스

투빌

국내 가공 식품 유해성분 DB를 활용한 아이 먹거리 정보공유 플랫폼 당사 고객 대상 타겟마케팅  엄선 Box(먹거리)파일럿 테스트

비가청음파통신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 플랫폼 알파원카드 TV 광고 집행 시 사운들리 기술 활용 마케팅 협업 추진

해외 어학연수 중개 플랫폼 라이프샵 입점 및 은행 송금/환전 수수료 우대 외환관리 ‘지정대리인’ 계약

전국 동물병원 및 수의사협회와 직접 연계된 반려동물 플랫폼 리브메이트 내 증강현실 게임앱과 연동한 동물병원 정보 및 수의사 상담 추진

초중고 자녀 대상 체험학습 중개 플랫폼 VIP고객 쿠폰 제공 마케팅, 임직원 대상 원데이클래스 체험학습 제공

실시간 민/관 보유 주차 정보와 공유 주차 장소 제공 서비스 당사 대형 가맹점(홈플러스 등) 유휴공간 활용 주차 공유사업 검토

고객 성향 분석 기반 취미 큐레이션 박스 및 취미 플랫폼 하비박스 PoC 제품 활용 타겟마케팅 Pilot Test

책장 이미지 촬영 후 해당자료를 기반으로 책 추천 서비스 독서마니아 계층 대상 및 타겟마케팅 파일럿 테스트

Paperless 기반의 모바일 영수증  발급 솔루션 KB스타샵 가맹점 대상 모바일 쿠폰 솔루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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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

국내 가공 식품 유해성분 DB를 활용한 아이 먹거리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1만개가 넘는 국내 가공 식품 유해성분 DB를 활용한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

•초기 식제품 런칭 시 엄선을 통한 고객 테스트 및 시음 사업 추진중

사운들리

비가청음파통신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국내 가공 식품 유해성분 DB를 활용한 아이 먹거리 플랫폼 •비가청음파통신 기술을  데이터 전송 기술 보유 

•외부 앱(캐시슬라이드 등)에 솔루션 설치 후 비가청음파를 통한 위치기반 마케팅

•비가청음파 관련 특허 다수 보유로 관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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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브로딘

해외 어학연수 중개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국내 어학원 들의 비용구조 및 중개 구조를 혁신하여 해외 기관과 직접 연계를 통한 

    어학연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

•해외 직접거주 유학생들의 커뮤니티 구성 및 각 지역별 주요사례 콘텐츠 제작

펫닥

전국 동물병원과 연계된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해외 어학연수 직거래 중개 플랫폼 ‘뉴학’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시수의사회 등과의 제휴를 통한 반려동물-수의사 연결 플랫폼

•보호자와 가까운 동물병원을 연결하여 보호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의사에게는 

    직접 보호자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

•의료, 커머스, 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통합 매장 구축 및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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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스쿨

체험학습 중개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초중고 및 일반인을 위한 체험학습 O2O 플랫폼 구축, 전국 1,000개 이상 체험학습

    서비스 운영

•지역기반 주요 관광콘텐츠 활용 체험학습 상품 제작

모두컴퍼니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와 공유 주차장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기업/서비스
개요•체험활동(드론 만들기, 목공 등) 및 전문가 연계 교육 중개 플랫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와 공유 주차장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및 빌라 등 자가 주차 공간 공유

•공유 주차장소를 활용 시간별 주차 및 당일권/정기권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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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박스

취미 큐레이션 박스 및 취미 플랫폼

기업/서비스
개요

•고객 성향 및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들의 취미를 찾아주고, 이를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 

    박스를 배송해주는 서비스

•와디즈 프로젝트로 PoC 진행 및 개별 취미박스 상품화 진행

라이앤캐처스

지식 애호가를 위한 통합 플랫폼 ‘비블리’

기업/서비스
개요•취미 큐레이션 박스 및 취미 플랫폼 하비박스 운영

•지식 애호가를 위한 통합 플랫폼, 비블리

•개인 서재만 찍으면, 책장 이미지를 분석하여 취향기반 책 추천까지 제공

•이미지 분석 엔진을 활용 고객에게 맞춤형 책배달 서비스 진행중



40

FUTURE9 1기05

투빌

Paperless 기반의 모바일 영수증 발급 솔루션

기업/서비스
개요

•상황인지 기반의 DDX(Dynamic Data eXchanging) 솔루션을 적용, 가상 시리얼 

    포트 방식을 이용해 고객이 계산대에 다가서면 자동으로 감지, 모바일로 영수증을 전송

•Paperless 기반의 모바일 영수증 발급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