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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

◈ ’21.6.10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

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내용

□ ’21.6.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社
(가나다 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렌딧 김성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www.lendit.co.kr

㈜에잇퍼센트 이효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ww.8percent.kr

㈜피플펀드컴퍼니 김대윤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www.peoplefund.co.kr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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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❶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❺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➏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下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에서 확인 가능

2 향후 계획

□ 금번에 등록한 3개社 이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안내 

   * ’21.6.9일 현재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http://www.fsc.go.kr


- 3 -

참고  신규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21.3월말 기준, 가나다순)

1. ㈜렌딧

상호 ㈜렌딧 홈페이지 www.lendit.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이사 김성준

누적대출액 2,291억원 대출잔액 129억원

영업특징
·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에 집중
· 기술을 통한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해소 및 투자자 
손실 최소화 목표

2. ㈜에잇퍼센트

상호 ㈜에잇퍼센트 홈페이지 www.8percent.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대표이사 이효진

누적대출액 3,476억원 대출잔액 321억원

영업특징
·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 주력

3. ㈜피플펀드컴퍼니

상호 ㈜피플펀드컴퍼니 홈페이지 www.peoplefund.co.kr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대표이사 김대윤

누적대출액 1조 839억원 대출잔액 2,021억원

영업특징
·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주력
·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 개발로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 제공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