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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오랜 시간, 한길만 걸어온 검증된 기업입니다. 

오랜 시간의 경력을 가진 개발자가 직접 개발 
10년이상 근무직원 10 

수 많은 구축 프로젝트 노하우를 보유 
누적 완료 프로젝트 1850 

공식 인증기관의 수상 실적 
매년 평균 수상실적 3 



Award 

2 0 1 5  
중소기업청 2015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선정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정보기술융합혁신부문 정보과학진흥원장상 수상  

인터넷 에코어워드 웹접근성분야 대상– 에스코넥 개발 

KWAA AWARD 금융 부분 대상– SBI저축은행  

K-AWARD UI/UX부분 금상– YBM수 플러스 

K-AWARD 정부 3.0 서비스 융합 동상 - ㈜에스코넥 

KYIO2014 전국정보과학경시대회 UI/UX 부문 금상 – YBM 수플러스 수학교실 

2 0 1 4  
K-AWARD 웹접근성 분야 대상 – 평택시청 

K-AWARD 기업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 그린무브먼트 

K-AWARD 기업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 리온파트너스 

K-AWARD 프랜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 파스타네 

K-AWARD 교육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 숲과나 

 

2 0 1 2  

K-AWARD 문화레포츠부문 최우수상 - 로하스가든 

2 0 1 1  
K-AWARD 생활브랜드 부문 우수상 – 영웅싸롱 

K-AWARD 금융 부문 대상 – SBI 저축은행 

2 0 1 3  

매스티지는 해마다 K-AWARDS 대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매스티지의 디자인 역량은 매년 수상되는 K-AWARDS 수상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Overview 

I will be a partner who walk 
with you for a long time, 
not for a short time 
relationship. 
짧은 시간의 인연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loanGate 솔루션은? 



실제 운영되는 P2P 기업과 꾸준한 시스템 개선 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완성했습니다. 

loanGate 는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loanGate 
Platform 
solution 

컨설팅 그룹 P2P 운영 기업 

• 지속적인 요구 
• P2P 사업 구조설명 
• BM 공유 

• 요구사항 연구 및 개선 
• 사업구조에 대한 발전 
•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loanGate 는 무엇인가? 

대출 신청인 투자자 

등록 홍보 

대출 

이자지급 

PC Smart phone 

[ loanGate 로 만들어진 대출 플랫폼] 

P2P 대출 사이트를 핀테크(fintech) 기술을 적용하여 
퀄리티를 올리고, 관리적 이슈를 최소화하여 구현한 

 
P2P Management solution 입니다. 



loanGate 기능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열두가지의 차별화 기능 보유 

이용자 입장 관리자 입장 

투자자/대출자 현황 조회 
투자자 와 대출자의 리스트를 빠르게 조회하고 관리 

리마인드 시스템 보유 
중도 이탈고객의 재유입을 위한 시스템 보유 

실시간 자동 입금확인 서비스 
은행방문 없이 솔루션에서 입금여부를 확인 

대출관리 
대출현황별/ 대출건별/ 일자별 대출/ 정산 관리 

기일관리 
원리금 및 기일에 대해 SMS 및 Push 알림 및 조회 

이용자 대시보드 구성 
마이페이지의 대시보드를 통해 한눈에 대출/투자현황 관리 

관리자 대시보드 구성 
투자자와 대출자/ 입금 및 기일에 대해 한눈에 관리 

기일 알림 
기일에 대해 SMS 및 Push 알림 

반응형 웹 구성 
이용자의 화면구성과 관계없이 오류없는 사이트 이용성 제공 

일일 이자 시스템 (1일 원리금 상황방식 시스템 국내 최초 개발) 
투자자는 일별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환 스케줄 확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시적으로 상환 스케줄 확인 

대출 및 예치금 내역 확인 
내 대출내역 및 예치금의 사용된 날짜 등 실시간 확인 

매스티지 

단독 기술 



loanGate 주요 기능 소개 



P2P Fintech platform 의 특징적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솔루션 

loanGate 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fintech planform 입니다. 
실 사업자와의 DevOps 를 통해 P2P Fintech platform 의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대외기관 연동 

front 

대출자 

Back office 

투자자 

Back office front 

회원가입 신청 

예치금 입금 

투자상품 선택 

예치금 출금 

투자내역 확인 

상환스케줄 확인 

투자금 회수 

회원등록 연동정보기관 

통신기관 

투자자 등록 

공인인증기관 

투자금 집금 

투자완료 

투자금 관리 
투자금 회수 

2. 가상계좌 부여 

1. 실명확인 요청 

2. 실명확인 

회원등록 회원가입 신청 

대출접수 대출신청 

대출심사 

대출승인 완료 

대출 내역 확인 

상환 스케줄 확인 

대출상환 

대출관리 

신용정보 확인 

실명 확인 

1. 가상계좌 발급 신청 

입금 

송금 

입금 

투자자 신청 은행 
대출자 
등록 

투자자 
등록 

대출금 
관리 

투자금 
관리 

신용정보 확인 



P2P Fintech platform 의 특징적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솔루션 

loanGate 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fintech planform 입니다. 
실 사업자와의 DevOps 를 통해 P2P Fintech platform 의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회원가입 신청 

예치금 입금 

투자상품 선택 

예치금 출금 

투자내역 확인 

상환스케줄 확인 

투자금 회수 

회원등록 연동정보기관 

통신기관 

투자자 등록 

공인인증기관 

투자금 집금 

투자완료 

투자금 관리 
투자금 회수 

2. 가상계좌 부여 

1. 실명확인 요청 

2. 실명확인 

회원등록 회원가입 신청 

대출접수 대출신청 

대출심사 

대출승인 완료 

대출 내역 확인 

상환 스케줄 확인 

대출상환 

대출관리 

신용정보 확인 

실명 확인 

1. 가상계좌 발급 신청 

front 

대출자 

Back office 

투자자 

Back office front 

입금 

송금 

입금 

투자자 신청 은행 

대외기관 연동 



최고의 대시보드 시스템 

한 눈에 관리되는 현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보안을 위한 샘플화면입니다. 

대출 신청자 현황 및 알림 (일자/ 성별/ 금액/ 용도) 

대출 신청자 유입경로 확인 (마케팅 활용)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이자 

채무자 현황 (대출원금/ 금리/ 이자) 

투자 상품별 투자자 현황 및 수익률 

투자자별 투자 분포 현황 

예치금 현황 (예치금 내역/ 예치금 입,출금 내역) 

출금 신청 현황 확인 (요일별, 시간대별 현황) 



맞춤형 디자인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는 단순 솔루션의 취약점에서 벗어나 필요한 상황에 가장 만족하는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 P2P 대출의 운영진과 디자인의 방향 및 디자인을 결정하여 진행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Project 정의 I.A 정의 Contents 설계 Design 

Development Test Launching 안정화 

1 2 3 4 5 

6 7 8 9 
자체 운영 & 
운영업무 지원 

10 

지속적인 회의 발생 



반응형웹을 적용한 솔루션 

Responsive interface (반응형 인터페이스) 기본 제공 

투자자와 대출자가 불편함 없이 접속하여 투자/대출을 진행하고, 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 모바일웹 환경 ] 

 웹화면의 콘텐츠를 모바일에 반영 

 대출 및 정보관련 페이지 위주로 구성 

 PC 접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모듈 그리드를 활용한 디자인 스타일 적용 

 디바이스와 해상도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싱 CSS 구성 

[ PC웹 환경(1280*1024 이상)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PC 의 콘텐츠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A B C D 
A 

B 



실시간 계좌연동 자동 입금확인 서비스 

Seyfert(세이퍼트) 핀테크 플랫폼 집금시스템 도입 

Fintech Platform 인 Seyfert System 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로 

집금하게 되고 은행방문 없이 사이트를 통해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loanGate admin 

즉시  
입금알림 

• 집금기능 
• 출금기능 
• 멤버관리 
• 이체기능 
• 외환기능 

Bank 

Interface System 
loanGate 관리자 

※ 은행방문 없이 입출금 확인이 가능한 핀테크 기술입니다. 



일일 이자 시스템 

타 기업의 P2P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1일 원리금 상환방식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매스티지에서 단독으로 개발, 수익금이 매일 지급되도록 구현 하여 투자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솔루션입니다. 

상환 일정 

재투자일 

기존 수익 

1일 2일 3일 4일 5일 94일 95일 97일 98일 99일 100일 

01/12 

100만원 15% 달성 

재투자 수익 100만원 27.5% 달성 



대출 신청 시 즉시 알림 기능 

대출자의 대출신청이 발생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빠른 상담 및 빠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되어있습니다. 

대출 신청인 

대출신청 

loanGate 

Smart phone 

[대출 플랫폼] 

loanGate admin 

즉시 알림 

• 대출자 실시간 확인 및 알림 확인 
• 대출자 대출내역 즉시 확인 

• 관리자 페이지의 알림 

• 관리 Smart phone App 의 push 알림 



App 시스템 구현 : Hybrid Application 

투자자/ 대출자/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loanGate App을 제공 

OS ( ISO, Android ) 

Native Engine 

HTML / JS 
Web I/F Lib  

Local RES 

IOS Android 

Hybrid Platform 

Hybrid 
Engine 

UI 

Local RES 

Hybrid 
Engine 

UI 

Local RES 

Native I/F Lib  

하이브리드 플랫폼 적용 

• 반응형으로 구현되는 사이트의 Tone & Manner 를 그대로 적용 
• 사용자 사용성을 그대로 활용 
• Application 의 PUSH 알림 기능 활용 

Hybrid 
Platform 



App 시스템 구현 : PUSH Message 

SMS와는 달리 App 사용자에게는 PUSH Message 를 발송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출상품 안내 

추가 투자 유치 안내 

예치금 안내 

텍스트, 이미지 Push Rich Push Landing Page  

▼ Rich Push ▼ 일반 Push 메시지 

 Notification 이후 사용자의 추가 Action 유도 가능 

 Rich Push의 버튼으로 Landing Page 접근 유도 

 Tracking 분석을 통한 모바일 앱 내 사용자 행동 분

석 

 Action 전환율을 바탕으로 리타겟팅 가능 

Public PUSH Message 기본 제공됩니다. 



리마케팅 시스템 (중도 이탈고객 재유입 유도 시스템) 

대출 신청자의 대출신청 중 중도이탈 시 이탈정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체결 심사 대출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유입 광고 노출 

대출 신청 프로세스 중도 이탈 구간 

loanGate Re-marketing System 

loanGate admin 
즉시 알림 

• 중도 이탈 상황 알림 
• 중도 이탈 지점 알림 

Smart phone 관리자 대출 신청인 



마케팅 최적화 구현 

대출 신청자의 유입경로/ 유입키워드를 통해 진행된 마케팅에 대한 효율확인과 동시에 이후 

마케팅 진행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을 통해 접속한 접속자 

Naver accounts 67% 

특정 키워드를 통해 접속한 접속자 

P2P Keyword 33% 

다음 포털을 통해 접속한 접속자 

Daum accounts 45% 

[ 2차, 3차 마케팅 진행 시 정보로 활용 ] 

• 마케팅 효율분석 활용 
• 추가 마케팅 진행 시 리스크 최소화 



마케팅 업무 지원 

다양하고 많은 광고 유형을 모두 수행 가능한 전문 마케터가 마케팅 업무를 지원 합니다. 



무제한 트래픽 제공 

검색광고, 키워드광고, 배너광고등을 진행한 뒤 한정된 트래픽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무제한 트래픽을 제공합니다. 

약 6천만원 
호스팅사 과금 환산금액 

0 원 
무제한 트래픽 제공 

1순위  

 62,517,981 

2순위  

 50,316,782 

3순위  

 46,316,267 

4순위  

 40,793,041 

5순위  

 37,313,187 

6순위  

 51,717,991 

7순위  

 49,813,422 

8순위  

 42,583,009 

9순위  

 41,467,982 

10순위  

 219,151,877 

1일 Hit (Click) 1일 트래픽 (Traffic) 

5.9 TB 

4.01 TB 

3.35 TB 

2.02 TB 

1.9 TB 

1.41 TB 

1.37 TB 

1.12 TB 

1.1 TB 

972.43 TB 

. . 



최적의 유지보수 시스템 

 S/W의 하자보수 

 정기적인 예방 유지보수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신속지원 

 별도 계약에 의거 지원 

 신규 시스템 추가개발 

 정기적인 예방 유지보수 

 오픈 후 고객사와 협의 후 인력 상주 지원 

 S/W의 하자보수 

 S/W 분야의 전담 전문가 지원 

 신속한 장애 해결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목표 

 유지보수 
전략 

 유지보수 
지원방안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용지원 

 경험인력 중심의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오픈 후 고객사와 협의 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유지 

시스템 운영/유지 
노력 최소화 

변경 및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안정화 지원 유상 유지보수 



체계적인 사이트 운영  

체계화된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최상의 사이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관리조직 유지보수 전담팀 

No 

문제발생 

유지 보수 문서 관리 

확인 

해결 

지원 필요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조치 계획반  소집 

지정인원  통보 

결과확인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접수 

유지 보수 
수행 

결과통보 

Yes 

No 

Yes 



장애 발생 시 대처 

사업 진행 중,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로 인한 장애 시 신속한 복

구지원으로 시스템 장애시간 최소화를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 확보 

- 고객사 협의/검토/승인 
 

• 장애 복구 업무 담당자 별 시나리오 숙지 
 

• 장애 복구 시 모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수행 
- 시뮬레이션은 모든 담당자 참여하여 수행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수정/보완 

비상 대비 장애복구 모의 시나리오 확보 

 
• 비상사태 발생시 1차 대응 지원 

 
• 현장관리자 중심의 비상 조직 구성 

(비상주 지원 가동) 
 

• 주기적 비상연락망 확인 및 지원인력 점검 
 

• 전문협력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Pool 점검 

비상사태에 대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성 

 
• 장비 점검 및 운영 대상 시스템 이상유무 정밀점검 

- 업무시스템 유형별 점검을 위한 체크포인트 
- 체크포인트에 대한 고객사 검토/승인 
 

• 정밀점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 보고서(분기별 1회) 
- 정밀점검 내역 및 장애요인 별 장애 가능성 
-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  

정기/수시 점검 시 장애발생 가능 요인 제거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면, 경험이 있는자와 함께하라 
오랜 시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빌게이츠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7-1 다복빌딩 303호 

www.masstige.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