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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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자동화:대출,심사 등, Mobile 자금관리-Smart HanQ, 실손보험 바로청구), 아파트 세무주치의 등
• 업태: 도매업 / 제조 / 통신업 / 서비스
• 종목: 전자제품 및 컴퓨터주변기기 / 전자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 부가통신사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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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캐시워크 PFM 계약 3/4 분기 Open 진행
• 2019년 런인베스트 PFM 계약으로 3/4 하반기 Open 진행
• 2019년 처브라이프 신분증진위조회 솔루션 구축
• 2019년 페이레터 가맹점자동등록 솔루션 납품
• 2019년 KG모빌리언스 가맹점자동등록 솔루션 납품
• 2019년 SGI서울보증 비대면 심사서류제출 솔루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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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자산관리 APP)

• 2015년 담보자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2014년 ‘실손보험바로청구’ 인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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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03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