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이노베이션허브
KB Innovatioin HUB

기업소개 / Company Introduction
KB이노베이션허브는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운영하는 핀테크랩으로서, KB
금융그룹과 핀테크 생태계를 잇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15년 3월 출범한 이
래 KB금융그룹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도전하는 기술 스타트업
을 ‘KB스타터스’로 선발하여 KB금융의 제휴와 투자를 통해 육성하고 있다.

기업명 / Company name
KB이노베이션허브
KB Innovatioin HUB

대표자 / CEO
윤종규

대표번호 / Tel

02-2073-6249

대표 이메일 / E-mail

innohub.khg@kbfg.com

홈페이지 / Homepage

KB금융그룹이 육성하는 KB스타터스 기업은 총 111개사, KB금융그룹과의 누적
업무제휴 건수는 146건, 누적 투자액은 395억원으로 금융권 최고 수준의 스타
트업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KB이노베이션허브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윤종규 회
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KB금융그룹과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한 기술스타트
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B Innovation Hub is a fintech lab run by KB Financial Group (Chairman
Yoon, Jongkyoo), and is becoming the center point linking KB Financial
Group with the fintech ecosystem. Since its launch in March 2015, it has
selected technology startups that challenge innovative service cre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KB Financial Group as "KB Staters" and fostered
them through KB Financial's partnership and investment.
A total of 111 KB Starter companies are being fostered by KB Financial
Group, 146 cumulative business partnerships with KB Financial Group, and
39.5 billion won in cumulative investment, creating the highest level of
startup collabor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KB Innovation Hub plans to actively support outstanding technology
startups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to grow into unicorn
companies through overseas expansion, based on Chairman Yoon,
Jongkyoo's management philosophy that support for innovative companies
is to invest in the future.

주요 기술 / Main Technology

https://kbinnovationhub.com

◎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여 KB금융그룹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소 / Adress

◎ 육성과 투자
기술 스타트업이 KB금융그룹의 제휴와 투자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4층 KB Innovation
HUB센터

◎ 글로벌 지원 등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강남권에 마련된 협업 공간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4th floor, Sewoo bldg,
Yeouigongwon-ro 115,
Youngdeungpo-gu,Seoul, 07241,
Korea

◎ Mutual Growth with startups
Constantly searches for technology startups with innovative ideas and provides
them the chance to achieve mutual growth with KB Financial Group
◎ Start-up Fostering and Investment
Systematically supports technology startups to grow rapidly and reliably based on
KB financial Group’s partnerships and investments
◎ Global support, etc.
Practically supports a startup’s leap into a global unicorn by providing collaborative
spaces and global expansion programs in Gangnam area, which is
preferred by startups.

주요 사업 및 기술 소개 / Product & Technology
■ KB스타터스 : KB금융그룹에서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기술 스타트업으로 KB와 함께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도전하는 설립 6년 이내 기업

■ KB Starters : Technology startups selected and
intensely fostered by KB Financial Group, a company
within six years of its establishment that challenges
creating innovative services with KB

○ 협업 공간 이용
- 입주/프로젝트/회의 공간 지원
- 네트워킹 행사 지원
- 공유오피스 내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공간 위치 :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5
에이프로스퀘어빌딩 신논현 위워크 7층

○ Collaboration Space
- Provide space for projects and meetings
- Support networking events
- Various associative programs with shared office
※Address : 7th floor, WeWork, 55, Seocho-daero 77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KB금융그룹 Biz 제휴/협업
- 사업모델 개념검증(PoC)
- 혁신 서비스 제휴/개발
- 대내외 프로젝트 공동 수행

○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with KB Financial Group Biz
- Analyze and evaluate business model (PoC)
- Support and invent innovative services
- Cooperate on internal and external projects

○ 스케일업 프로그램 제공
- KB금융그룹 재원을 통한 성장 단계별
투자지원 및 외부 투자기관 연계
- HUB파트너스 등 외부 협력기관 컨설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연계

○ Scale-up Programs
- Investment support by stage of growth through KB Financial
Group’s financial resources and links external investment
institutions
- Consulting support for external partner institutions such as
HUB Partners
- Link global network and scale-up programs

주요사진 / 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