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아이템 개요 >
1.

기업명 : 8퍼센트 (8PERCENT)

2.

광고 아이템 :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중금리에 특화되어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공급>
8퍼센트는 대한민국 1호 중금리 전문 P2P금융 플랫폼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사업
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중금리 대출 / 중수익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중금리 플랫폼 창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금리절벽 해소를 통해
가계 부채 해결과 중소벤처기업 고용 창출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팀이 선정될 경우, 원하시는 팀에 한하여 별도의 콘텐츠 지원과 참고 영상을 제공하여 광
고의 방향 설정과 영상 퀄리티 향상을 도울 예정입니다.)

3. 시장 상황
● 시장 규모 및 주요 수요처
- 글로벌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322억 달러(약 274조원)로 2013년 대비
24배정도 확대(한국금융연구원), 현재 국내의 누적 취급액은 약 6조원 규모
● 국내 시장 내 당사의 위치
- 시장을 개척한 ‘퍼스트 펭귄’으로 산업을 상징하는 기업.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들과 경쟁
4. 당사 현황
● 사업내용: 대한민국 1호 중금리 전문 핀테크 기업
- 8퍼센트(법인명: 에잇퍼센트)는 대한민국 1호 중금리 전문 P2P금융 플랫폼으로서, 연결의 혁
신을 통해 금융 소외자들의 재기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사업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중금리 대출/ 중수
익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금융 사다리’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 1금융권 은행들은 3~5%의 저금리 대출 시장에 집중합니다. 반면, 2금융권의 금융 회사들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시장에 집중합니다. 8퍼센트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리 단층 현상에
주목하였고, 5~15%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 서비스 장점
- 100% 온라인 거래로 운영비용 절감
-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신속한 연결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
- 인공지능(AI), 비대면 신용평가기술로 지속가능한 사업 시스템 구축 완료
5. 마케팅
① 주요 대상(Main Target) : 수도권에 거주, 30대 남성이 메인 타겟
② 주 타겟의 특징과 공략 방안: 새로운 정보 습득에 빠르며, 금융 소비자로서 활발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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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기 시작하는 연령, 핀테크 서비스의 주 타겟이기에 이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간결
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선 공략
③ 광고 제작 시 유의 사항 및 강조 사항, 차별점
▷ 대환대출로 인한 이자 절감, 고용 창출 효과, 별도 영상 전달 예정.
참고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807061627268001
● 개인신용 대출
-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자에게 2금융권보다 낮은 중금리(5~15% 수준) 자금 공급
- KCB 신용평가와 심사 시스템 구축 ➔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자금 모집 및 공개
- 금융 소외계층에게 ‘1.5금융권’ ➔ 금융 사다리 역할 (이자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 사업자 대출
-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술개발과 사업 운영이 가
능하도록 돕고 성장 지원 ➔ 고용창출 효과
- 정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던 관계형 금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
한 자금 선순환 사례로 주목 ➔ 중소기업 중앙회·IBK경제연구소의 혁신 성공 사례 선정 (2018.09)
● 부동산 대출
-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돕는 자금 공급
6. 요청 자료
① 회사소개서(pdf): 파일 별첨, 참고 링크: https://8percent.kr/info/article/article_list/
② 기타 자료 : 기존 홍보 자료, CI(.ai) 등: 파일 별첨하며 동영상은 대용량이라 해당 팀이
선정되면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7. 기타
① 광고 제작 시 지원 가능한 사항(전담 인력, 시연 제품 및 촬영 장소 등)
전담 인력: 당사 자문 가능, 촬영 장소 제공 가능(촬영 스튜디오 보유, 루프탑, 회의실,
라운지 제공 가능, 참고 영상 링크 > https://youtu.be/I590bv3zNxw )
② 기타 건의 및 제안 사항
8. 문의처
① 담당자 : 송준협 홍보팀장
② E-mail : jhsong@8percent.kr
③ Homepage : 8perce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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