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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stablished

FAS was founded in 2014.5.10

창업.

장정열 대표이사

700
Capital

Incorporated with starting

capital of 700 million KRW

자본금 7억

50
Staff

50 in-house staff

50명의 정직원

Korea
Headquarters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문래동5가 10)

하우스디비즈 418호,419호

Japan
Branch office

東京都 江東区
辰巳二丁目1番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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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ny that provides to customers,

before they want it.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기업.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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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모바일기반
DevOps Outsourcing

솔루션사업금융산업기반 SI & SM01 0302

•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개인/기업)

• 해외 지점용 인터넷뱅킹
• 카드사/보험사 고객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증권사 및 기타 제2금융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금융기관 고객 Channel 분야 SI 사업

• 보험회사 모바일 ODS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

• 카드사 채권관리 ODS (롯데카드)

금융기관 ODS (Out Door System)

• PUSH 시스템 구축
• 마케팅 플랫폼 구축 (고객관리, 회원관리 등)

솔루션기반 SI 사업

• 빅데이터를 통해 유저의 이동 경로 및 이동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구성/대입

• 시나리오별 사용자 패턴분석을 통한 Needs 도출
• 도출된 Needs 에 맞는 마케팅 방식 및 마케팅 업무 컨설팅

Data Analytic (Bigdata) Consulting & System 구축

• 전자문서 연동을 통한 모바일 금융 상품가입 시스템
• 각종 핀테크 솔루션 통합 플랫폼(이체,더치페이,결제,통합
메시징 등)

• ChatBot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 적용
• 비콘 등을 활용한 측위 기술을 적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

Triple-M (Mobile Messaging Middleware)

• Push 발송 엔진 및 디바이스 정보의 관리와 메시지 전송
• 발송이력조회, 통계, 발송현황 및 서버모니터링 기능 제공
• Push 서비스 등록 및 메시지 수신을 쉽게 구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Android, iOS  제공)

fPMS (에프에이솔루션 Push Messaging System)

• 기업/고객 간 고객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응답 알고리즘
적용

• 향후 메시지 데이터 적재, 빅데이터 및 고객 패턴 분석을
통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적용 가능

BiChat (Business Intelligence Chatting)

• 개발/유지보수 보다 UI 편의성 및 응답속도가 중요한 업무와
어플리케이션 기반 솔루션 연계 서비스 구현 시 활용 가능한
Framework

앱 개발 통합 플랫폼 IBM MFPF (MEAP)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FADI

(에프에이솔루션 Real-time Data Integrator)

계좌통합 솔루션 머니룩 (Moneylook)

• 기능 업그레이드, 신규 업무 개발 등에 신속한 인력 투입 및 계약
• DevOps. 상주 인력을 통한 Pilot Project 수행
• White Project(내부 비공개 프로젝트), Union Pay 서비스 개발 및

Push 시스템 연계, Private Push 시스템 적용 등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신속한 계약 및 수행

• 모바일 부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간 계약 체결
• Middle ware : 마케팅플랫폼 / TPO 시스템 / Push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버
: Tmoney, T캘린더, 고속버스, Tmoney 택시, Tmoney Pay 

등

변화하는 모바일 트렌드,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 및
관리를 위한 DevOps. 형태의 시스템 개발

• Lean Start (작은 기능으로 가볍게 시작)

Agile 개발 방법론 도입

금융기관 SM

• 인재 파견 업무 수행
• 원격 접속을 통한 업무 수행

• 한국스마트카드
• NS 홈쇼핑

DevOps Outsourcing Site



Business
금융 SI 기반 SI & SM

• IBK기업은행 채널시스템 대응개발
• IBK기업은행 정책자금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 POST차세대 계정계 UI통합
• IBK기업은행 POST차세대 계정계시스템 재구축
• IBK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구축
• POST차세대 계정계시스템 재구축
• IBK캐피탈 차세대 시스템 구축
• 자율목표관리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 新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 임원정보 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 IB사후관리 2단계 및 BPR시스템 구축
• IBK시스템 DGB캐피탈 전산시스템 고도화 구축

IBK기업은행 SI 및 SM 사업

•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 재구축

신한은행 SI 사업

• e-금융 차세대 개인뱅킹 시스템 구축
(Web, Back-end system)

• 금융 보안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NH농협은행 SI 사업

• 글로벌 위비뱅크 인터넷뱅킹 및모바일 뱅킹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 글로벌 위비뱅크 해외 표준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산
• 우리은행 홈페이지 개편 (우리스페이스, 우리편한가계부, 

편한뱅킹)

• 우리은행 BPR 업무 도급

우리은행 글로벌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 CI변경 / 각 페이지별 CI 변경 적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적용 리뉴얼

SBI 저축은행 SI 사업

•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개인/기업)

• 해외 지점용 인터넷뱅킹
• 카드사/보험사 고객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증권사 및 기타 제2금융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금융기관 고객 Channel 분야 SI 사업

• 보험회사 모바일 ODS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

• 카드사 채권관리 ODS

금융기관 ODS (Out Door System)

• PUSH 시스템 구축
• 마케팅 플랫폼 구축 (고객관리, 회원관리 등)

솔루션기반 SI 사업

• 빅데이터를 통해 유저의 이동 경로 및 이동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구성/대입

• 시나리오별 사용자 패턴분석을 통한 Needs 도출
• 도출된 Needs 에 맞는 마케팅 방식 및 마케팅 업무 컨설팅

Data Analytic (Bigdata) Consulting & System 구축

• 인재 파견 업무 수행
• 원격 접속을 통한 업무 수행

금융기관 SM

• 롯데카드 앱 접근성 사업

롯데카드 SI 사업

부산은행, 경남은행

• 모바일 알림센타 구축
• 지방세,국세 스마트 고지 시스템 구축

카카오뱅크

• 기업용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중(주사업자)



Business
솔루션 사업

• 전자문서 연동을 통한 모바일 금융 상품가입 시스템
• 각종 핀테크 솔루션 통합 플랫폼(이체,더치페이,결제,통합
메시징 등)

• ChatBot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 적용
• 비콘 등을 활용한 측위 기술을 적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

Triple-M (Mobile Messaging Middleware)

• Push 발송 엔진 및 디바이스 정보의 관리와 메시지 전송
• 발송이력조회, 통계, 발송현황 및 서버모니터링 기능 제공
• Push 서비스 등록 및 메시지 수신을 쉽게 구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Android, iOS  제공)

fPMS (에프에이솔루션 Push Messaging 

System)

• 기업/고객 간 고객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응답 알고리즘
적용

• 향후 메시지 데이터 적재, 빅데이터 및 고객 패턴 분석을
통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적용 가능

BiChat (Business Intelligence Chatting)

• 개발/유지보수 보다 UI 편의성 및 응답속도가 중요한 업무와
어플리케이션 기반 솔루션 연계 서비스 구현 시 활용 가능한
Framework

앱 개발 통합 플랫폼 IBM MFPF (MEAP)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FADI

(에프에이솔루션 Real-time Data Integrator)

계좌통합 솔루션 머니룩 (Moneylook)

Triple-M

• 부산은행 대고객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축
• BNK부산은행 Private Push 시스템
• B2C(대고객 서비스) 및 B2E(임직원) 서비스
• 부산은행 O2O 마케팅 채널 서비스 구축
비콘을 통한 사용자 측위 기반 대고객 서비스 구현

BNK부산은행 모바일 메시징 플랫폼 사업

• 경남은행 신인터넷뱅킹시스템구축
대고객 알림 서비스 (메시징을 통한 금융 및 입출금
알림)

• 투유뱅크(개인)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현
• 투유뱅크(기업)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현
• 둘레길 알림 시스템 지원

BNK경남은행 모바일 메시징 플랫폼 사업

BiChat

• 채팅 시스템
- 유저간 대화 및 다자간 대화 시스템
- 채팅 상담 시스템

• 더치페이 시스템 구현

BNK경남은행 모바일 플랫폼 사업

Moneylook

일본 e-adviser 

fPMS (에프에이솔루션 Push Message 

Solution)

롯데카드
한국스마트카드
우리은행 서울시 스마트 고지시스템
한화토탈
부산은행/ 경남은행

앱 개발 통합 플랫폼 IBM MFPF (MEAP)

NS홈쇼핑
하림
미래에셋생명
롯데카드
부산해운항만청
대구보건대학교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FADI

한국투자신탁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Business
모바일 기반 DevOps Outsourcing

한국스마트카드 T-money

• 빅데이터분석및 패턴분석컨설팅업무
• 모바일애플리케이션및 서버
• 기능업그레이드및 신규업무 개발
• 상주인력을 통한 Pilot Project 수행

DevOps Site
- 한국스마트카드
- NS홈쇼핑

• 기능 업그레이드, 신규 업무 개발 등에 신속한 인력 투입 및 계약
• DevOps. 상주 인력을 통한 Pilot Project 수행
• White Project(내부 비공개 프로젝트), Union Pay 서비스 개발 및

Push 시스템 연계, Private Push 시스템 적용 등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신속한 계약 및 수행

• 모바일 부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간 계약 체결
• Middle ware : 마케팅플랫폼 / TPO 시스템 / Push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버
: Tmoney, T캘린더, 고속버스, Tmoney 택시, Tmoney Pay 

등

변화하는 모바일 트렌드,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 및
관리를 위한 DevOps. 형태의 시스템 개발

• Lean Start (작은 기능으로 가볍게 시작)

Agile 개발 방법론 도입

NS홈쇼핑

• 모바일결제 시스템지원
• 모바일 App 기술지원
• mobile e-commerce system 개발 지원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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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협력사

BNK 부산은행

협력기간 : 3년 (2015년~현재)

- PUSH 알림 시스템 구축
- Beacon 연계 가맹점 시스템 구축

(O2O)

- fPMS / Triple-M 솔루션 납품
- 모바일 개발 지원

BNK 경남은행

협력기간 : 3년 (2015년~현재)

- 경남은행 신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
- 투유 알림센터 App 서비스 구축
- Beacon , PUSH, MessageSight 적용
- 차세대 및 FDS 대응

우리은행

협력기간 : 8년 (2010년~현재)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구축
- 서울시 스마트 세금고지 시스템 PUSH 납품 (e-

TAX)

- 해외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Web, App)

IBK기업은행

협력기간 : 8년 (2010년~현재)

- IBK시스템 전략적 협력사
- 서비스 개발 및 신규사업 컨설팅
- 구축사업 발생 시 구축 용역 지원
- 기업은행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한국스마트카드

협력기간 : 5년 (2013년~현재)

-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원
- 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DevOps)

- 구축사업 발생 시 구축 사업 진행

롯데카드

협력기간 : 8년 (2010년~현재)

- 가맹점 영업지원 모바일 플랫폼
- 모바일 대고객 서비스
- 앱카드 결제 시스템 및 클러치 앱 등

NS홈쇼핑

협력기간 : 4년 (2014년~현재)

- 모바일 플랫폼 개발 지원
: M-Commerce

- 플랫폼 서비스 운영 개발 지원
- 구축사업 발생 시 구축 용역 지원

한국신용평가

협력기간 : 5년 (2013년~현재)

- 서비스 개발 지원
- 서비스 운영 지원
- 구축사업 발생 시 구축 용역 지원

미래에셋생명

협력기간 : 4년 (2014년~현재)

-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원 : 모바일
러브에이지 플랜
- 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 구축사업 발생 시 구축 용역 지원

한국카카오은행

협력기간 : 1년 (2017년~현재)

- 기업인터넷뱅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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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은행 메시지사이트2.0 구축 12

한국스마트카드 택시콜앱 리뉴얼 09

한국투자증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09

한국카카오은행 기업인터넷뱅킹 06

부산은행 스마트고지앱구축 05

한국스마트카드 택시결제앱구축 05

NS홈쇼핑 앱 성능개선 컨설팅 수행 02

연도별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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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2014 2013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사용 빅데이타 분석 프로젝트

진행

12 fPMS 및 Triple-M 을 이용한 적용한
Private Push 시스템구축

12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2 한국스마트카드 실시간 마케팅 알림
시스템(모바일 TPO 시스템) 개발

12

한국스마트카드 Plate카드 사용 고객
용 앱 및 서버 개발 컨설팅

우리은행글로벌인터넷/모바일뱅킹
구축

11 NS홈쇼핑 BAQ 운영 11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07 SBI저축은행
CI변경 및홈페이지 웹접근성 적용

11

IBK시스템 DGB캐피탈
전산시스템 고도화 구축

10 NH농협
스마트금융센터금융상품마켓 구축

08 IBK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구축

03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 생명 보험 시스템 구축

08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Push 시스템 도입
08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DevOps 협력사 선정
07 MoneyLook 모바일 시스템개발

(모바일계좌통합관리 시스템)
02 현대라이프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SFA) 구축

한국스마트카드 택시콜앱
push 솔루션 개발

부산은행 대고객
PUSH 메시지 시스템 구축

북경현대 차세대 DMS 시스템 구축

04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HTS 구축

삼성카드 우편번호교체

호텔쉐어 예약시스템 구축

06 한국스마트카드 실시간 마케팅
알림 시스템 (모바일 TPO 시스템) 

개발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01 IBK시스템 전략적 협력사 선정 02

부산은행 O2O 마케팅 채널 서비스 구
축

경남은행 신인터넷뱅킹시스템구축
(비콘,push,MessageSight)

03 IBK시스템 전략적 협력사 선정 02

한국스마트카드 DevOps통합운영

우리은행 BPR 업무 도급

01 한국신용평가사 DevOps 계약 01

연도별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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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 2010 2009

fPMS(FAS Push Messaging System) 

솔루션 개발
12 두산인프라코어

Web Innovation Phase-2
12 Worklight(모바일통합플랫폼)

국내 독점 총판 계약 체결 IBM 

MFPF

12 fADI(FAS Real-time Data Integrator) 

개발 (실시간데이터통합솔루션)
11

이노비즈(INNO-BIZ)

기업 인증(중소기업청)
09 SBI Holdings

MoneyLook 유지보수 및추가 개발
우리은행 홈페이지 리뉴얼 08 일본 Fiizo SNS 사이트 구축 05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롯데카드 가맹점 영업지원 앱 11 NHN 금융상품추천 솔루션 개발및
공급

04 NHN 가계부 서비스 기획및 개발 03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 재구축(오픈

뱅킹)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5 모네타 미니가계부 개편 03

LG전자 Smart TV 서비스 Global 운영 01 IBK시스템 전략적협력사 선정 03

신세계 모바일 RFID(NFC)

전자영수증 시스템 개발
롯데카드 모바일 대고객 서비스

연도별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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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7 2006 2005

일본지사 설립 12 일본 DC카드 Web 기반 계좌통합솔
루션 개발 및 공급

12 일본 Saison 카드 계좌통합솔루션
공급 (MoneyLook)

12 계좌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MoneyLook)

10

일본 트레이더즈증권 선물/옵션 전
용 HTS 구축 및 ASP 서비스 구축

10 일본 SBI증권 계좌통합솔루션 공급
(MoneyLook)

11

2004
㈜에프에이솔루션 법인 설립 05

연도별 주요연혁



주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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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Link

Web/ 초창기

피드백수령
(접속 후답변)

단순
메시지전달

다양한서비스 연동
(Push&Beacon)

Messaging 

(Push&Chat)

서비스와서비스의 연계

기존 Mobile Application New Channel Platform Triple-M™

모바일 앱에적합한 서비스 제공미들웨어 및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전자문서 연동을 통한모바일 금융상품가입 시스템
• 각종핀테크 솔루션 통합플랫폼(이체,더치페이,결제,통합 메시징 등)

• ChatBot 연계를통한 인공지능 적용
• 비콘등을 활용한 측위기술을 적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적용

모바일 App의진화방향과이를가능케해주는
모바일메시징미들웨어 (Triple-M™)

Triple-M™(Mobile Messaging Middlewar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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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Triple-M] Communication Part

SSL/TLS

Server – Client(App)

Authentication

Authk : Common Access Private Key 

정책보안

Interface

Public(GCM/APNS)연계

SMS/UMS 연계

기간계

계정계

정보계

eCRM

기타

메시지중계

Daemon

Inbound Daemon

Outbound Daemon

관리

세션관리

Topic 관리

Pub/Sub QoS 설정

분석(Hadoop)

Analytic

Report

[Triple-M] App Component

iOS SDK Android SDK Message BOX TALK Basic Module : 대화(Text, Image, 동영상, 파일, 연락처), 친구관리, 대화설정, 연락처동기화

[Triple-M] Server Part

fPMS (PUSH) IoT (Beacon)

Server

대량메시지발송

실시간메시지발송

메시지발송및

발송결과처리로직

Targeting (TPO)

통계/모니터링

Server

Beacon 단말기설치/관리

가맹점등록/관리

회원관리

통계/모니터링

측위모니터링

BiChat

Chat Engine

Service

Menu & Information Guide

Loan&Card 발급

Car Direct Service 

금융기관 B2E2C

Talk Bank 

기반기술

Chat Engine

자동응답 Rule (알고리즘)

Targeting(TPO)

검색엔진 (검색어인식/처리)

Service Component

가맹점관리

Outbound Marketing

(TPO)

Mobile CRM

전자서식

UGC/

Media Contents/

STREAMING
통계/모니터링

Triple-M™ 주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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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TT 기반의모바일고속메시징
솔루션

## fPMS(FAS Push Messaging System)

## IBM MessageSight

## ActiveMQ

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

## TPO Targeting System (Time, Place, Occasion)

Triple-M™ : Server Component - Private/Public Push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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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TT Protocol 활용하여 HTTP 방식 대비 배터리
소모율 확보, 적은 대역폭, 신속한 전송 보장

모바일 최적화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의 호환성 보장
JSE(Java Standard Edition), JMS(Java Message 

Service)

시스템 통합 편의성

서버 1GB메모리당 최소 4,000 User 세션 연결 및
유지

최대 초당 10만 건 메시지 전송 가능

대량 메시지 전송 처리

• BNK경남은행 PUSH 알림

• 롯데카드 앱카드 결제 시스템

• BNK부산은행 PUSH 알림

• 롯데카드 클러치 앱

•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택시

• 호텔타임쉐어 PUSH 알림

• 서울시 S-TAX PUSH 알림

• WIZWID PUSH 알림

S-TAX

• Private Push System(MQTT Protocol) 적용을 통한 99.9%의 전송 성공률
보장

•서버 부하 방지를 위한 CPU, 메모리, 용량 등의 서버 모니터링 및 Push 발송
현황 모니터링

## fPMS(FAS Push Messaging System)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강화 대량 메시징 요건에 최적화
•기존의 Public 방식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도화 된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Private 시스템 구축 가능

## IBM MessageSight

• IBM에서개발한 MQTT Protocol의 오픈소스 기반 MQ Broker

• ActiveMQ 기반의 Private 메시징 시스템 구축 가능

## ActiveMQ

•유저의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알림을 발생하는 마케팅 솔루션
•실시간으로 유저의 상황에 맞게 반응

## TPO Time, Place, Occasion

Triple-M™ : Server Component - Private/Public Push 솔루션



COPYRIGHT ©  FINANCE ALL SOLUTIONS CO., LTD. ALL RIGHT RESERVED.
FASOL reserves the right to make technical changes to its products as part of its development program.

While every care has been taken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FASOL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Beacon 모니터링/제어

 다양한 비콘 시스템과 연계 및 서비스 관리
기능

 Beacon 을 통한 현장 측위
 위치에 맞는 정보 콘텐츠 연동
 위치 도달 시 관련 Message 발송

Triple-M™ : Server Component - Beacon 서비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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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성능확보 (튜닝 확보)

검증된 수신 신호 성능

검증된 Beacon 활용

Native 모듈을 통한 사용자 위치 인식

사용자 위치 인식

MQTT Protocol 활용하여 HTTP 방식 대비 배터리
소모율 확보, 적은 대역폭, 신속한 전송 보장

모바일 최적화

• Beacon 배터리 및현재 상태 관리
• Beacon 현재상태 모니터링

## Beacon 관리 시스템 구현

• Wifi & Beacon 을 이용한 사용자 진입/진출 인식
•사용자 근거리, 원거리 인식

## 위치 인식(측위)

• BNK경남은행 PUSH 알림

• BNK부산은행 PUSH 알림

Triple-M™ : Server Component - Beacon 서비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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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hat

 기업/고객 간 고객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응답 알고리즘 적용
 향후 메시지 데이터 적재, 빅데이터 및 고객 패턴 분석을 통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적용 가능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용성, 비즈니스 업무 효율성 증대

Business Intelligence Chatting

Triple-M™ : Server Component - 모바일 메시징(Talk)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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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고객 간 마케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케팅 메시지 전송 후 신속한 피드백 가능

Outbound Sales 지원

VOC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기업의 다양한 대고객 업무 처리 기능 제공 : 상품안내, 

신청 등

Talk 상담

금융사(ex:은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TALK 기반
플랫폼

서비스 예시 :간편이체, 간편조회, 이체알림, 

더치페이 등

이체결과 공유, 전달

•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에 적합한
Chatting 형식의 UI의 제공

•기업-고객 ,고객-고객 간 채팅 및 Business 서비스가 포함된 TALK 서비스 모듈
• MQTT Protocol의 양방향 메시징 처리 기능을 활용한 Client 간메시징 중계
서비스

•앱 사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UI인 TALK 형식의 UI제공하여 기업 모바일 앱의
사용성 증대

## BiChat 서비스

•기업/고객 간 고객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응답 알고리즘 적용
•향후 메시지 데이터 적재, 빅데이터 및 고객 패턴 분석을 통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적용 가능

•대화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용성, 비즈니스 업무
효율성 증대

[Chatting] 기반의 Business Application

모바일 앱 사용자 간의 대화 서비스 중계
TALK 기본 기능 : 텍스트, 사진, 파일, 동영상 등의

전송

고객(회원)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SNS, SMS, 별도 Push를 활용한 외부 사
용자와의 공유 기능 개발 불필요

• 대화방 내 사용자 간 다양한 통계 서비스

Triple-M™ : Server Component - 모바일 메시징(Talk)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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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Part
 Triple M의 서버 통신 Gateway

 MQTT Message Broker (Http에서의 웹서버 역할)

 Asynchronous Communication 방식

App Component
Triple M 서버와통신및 Application 구성하기 위한 SDK

 MQTT기반의 통신 기능
 App Database

 Chatting Library

 Beacon Library

 Push Library

Triple-M™ : Server Component - Midd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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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TTHTTP

기본방식 : Web 기본방식 : Message 의 IoT
(항상 세션 연결)  Synchronous Asynchronous (필요할때만 연결)

통신량 전력량 통신량 전력량

Server

PC Mobile

Server

PC Mobile

Synchronous Asynchronous

Triple-M™ : 통신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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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부가 서비스 앱

• 미래에셋생명 M-SFA

• 롯데카드 가맹점 영업지원

업계 최소 지연시간 보장
최고 성능의 데이터 변환 엔진
실시간 업무 최적의 병렬 처리

성능 최적화

직관적인 GUI 방식 비즈니스 로직 구현
강력한 비즈니스 로직 개발 도구
기 개발 비즈니스 로직의 재사용

개발 생산성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업무 추가 및 변경 용이
통합 메타데이터 관리

운영 용이성

•각종 업무 처리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정보계 및 타 시스템에 Real-Time 또는
Near Real-Time으로 통합

•급변하는 업무 환경과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실시간
통합 관리

## fADI(FAS Real Time Data Integrator)

CRM/DW - 실시간데이터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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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ping Engine : 웹상의 특정 페이지에 존재하는 컨텐츠를 스크래핑
기술을 통한 수집 기능

•데이터 통합 I/F : Scrapping Engine이제공하는 I/F를활용한 다양한 화면
구성 방안 제공

## Screen Scrapping

로그인 정보 저장을 통해 다양한 웹 페이지에 대한 정보 조회
편의성 제공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의 통합 관리 가능

서비스 편의성

웹 상에 존재하는 특정 컨텐츠를 정보화하여 통계 및 기타 자료로 활용
가능

가계부, 자산관리 서비스, 인증 서비스 등
축적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보 매핑

서비스

정보 활용성

Client(웹, 모바일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버
Scrapping Engine, 모바일 버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개발 유연성

• 모닝스타(일본) MoneyLook

• 일본 CHOBIRICH 계좌통합

• NHN 금융상품추천 솔루션

• NHN 가계부 서비스

• 일본 Saison 카드 계좌통합

• 일본 DC카드 계좌통합

• 모네타 미니가계부 개편

Mobile Channel - Screen Scrapping 솔루션

http://www.naver.com/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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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부가 서비스 앱

• NS홈쇼핑 모바일 쇼핑몰

• 미래에셋생명 M-SFA

• 미래에셋생명 사이버창구

• 롯데카드 가맹점 영업지원

• 롯데카드 스마트롯데

• SKT 모바일 개발 플랫폼

• 대구보건대 스마트 DHC
모바일 고유기능(Native) 접근/제어를 위한 API 

제공
HTML5 및 표준 웹 기술로 최적의 UI/UX 구현

서비스 유연성

신규 OS 버전 및 디바이스 추가에 대한 대응이 용이
3rd Party 솔루션, Native Code 연동을 처리 구조 제공

채널 확장의 용이성

Admin Console을통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

통계/분석 리포트 제공으로 서비스 현황 조회

운영관리의 편의성

One Source Multi Use 실현으로 개발 기간의 단축
HTML5/CSS3를 지원하는 웹 표준 방식 개발

개발/구축의 효율성

• IBM MobileFirst Platform Foundation은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위한 개방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 IBM MFPF(Mobile First Platform Foundation)

• HTML5, 하이브리드 및 네이티브 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실행 및 관리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개발 비용 및 복잡성 관리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지원

## FAS Mobile Platform

Mobile Channel - 모바일 통합 개발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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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에이솔루션은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능력과 솔루션등을 보유한 유기적 조직으로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에 수반되는

‘시스템과 사용성의 융합‘,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DevOps’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및 인원

대표이사(CEO)

솔루션사업부

경영지원부 연구소

모바일 기술팀 전략기술팀

UI/UX 팀영업부
스마트채널
사업부

ITO사업부

PMO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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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비즈니스
파트너

유통/제조/기타

주요고객사 및협력사 현황



COPYRIGHT ©  FINANCE ALL SOLUTIONS CO., LTD. ALL RIGHT RESERVED.
FASOL reserves the right to make technical changes to its products as part of its development program.

While every care has been taken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FASOL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주요사업 실적

SI

해외사업

Solution

SM

2010 20152014201320122011 2016

주사업자 협력사

MoneyLook(Yahoo Japan, SBI증권, 모닝스타 등) 자산관리서비스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

교보증권
차세대 RDW

신한금융투자
HTS 플랫폼

대구보건대
학사정보 App

롯데카드
Push알림 시스템

NS홈쇼핑
차세대 모바일 시스템

롯데카드
Push 솔루션 공급

WIZWID

Push 솔루션 공급

미래에셋생명생명
모바일 SFA

IBK기업은행
딜관리(IB)업무

롯데카드
스마트롯데 APP

NH농협은행
차세대 인터넷뱅킹

경남은행
차세대 및 FDS 대응

IBK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신한카드
e-채널 시스템

외환은행
H/W 관제

외환은행
H/W 관제

IBK시스템
전략적협력사 선정

동양종합금융
HTS 플랫폼

한국투자증권
차세대 RDW

SBI 생명보험
기간계 시스템 본구축

모닝스타
MoneyLook 개발

일본SBI증권
HTS플랫폼 업그레이드

모닝스타
MoneyLook 모바일

SBI 홀딩스
웹기반 금융포탈
프레임웍 개발

LG전자
Smart TV 앱스토어 운영

신한카드
e-채널 시스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롯데카드
가맹점 App

신한은행
오픈뱅킹

SBI저축은행
홈페이지 웹접근성

NS홈쇼핑
모바일쇼핑 앱

BC카드
차세대게이트웨이

IBK기업은행
신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구축

현대라이프
모바일 SFA

롯데카드
홈페이지 웹접근성

NH농협은행
e-금융 고도화

NH투자증권
딜관리(IB) 업무

한국투자증권
내부 직원용 HTS

한국신용평가
차세대 시스템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3.0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및 모바일

IBK시스템
전략적협력사 선정

LG전자
Smart TV 앱스토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SM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3.0

서울시 S-TAX

Push 솔루션 공급

한화토털 내부시스템

Push 솔루션 공급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센터

호텔타임쉐어
모바일 앱 서비스

IBK시스템 전략적협력사 산정

한국스마트카드 DevOps.

한국문화진흥

Push 솔루션 공급

BNK부산은행
Push알림 앱

롯데카드

인터넷 리뉴얼

NS홈쇼핑

모바일 서비스 2차

한국스마트카드
화이트 프로젝트

한국스마트카드
유니온페이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페이

2017

한국카카오은행
기업인터넷뱅깅

부산은행 메시지사이트
2.0구축

부산은행
스마트고지앱구축

한국스마트카드
택시콜앱리뉴얼

한국투자증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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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모바일 트렌드,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및관리를 위한 DevOps. 형태의 시스템 운영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신속한 계약 및 수행

 기능 업그레이드, 신규 업무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인력

투입 및 계약

 DevOps. 상주 인력을 통한 Pilot Project 수행

 White Project(내부 비공개 프로젝트), Union Pay 서비스 개발 및

Push 시스템 연계, Private Push 시스템 적용 등

 모바일 부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간 계약 체결

 Middle ware : 마케팅플랫폼 / TPO 시스템 / Push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서버

: Tmoney, T캘린더, 고속버스, Tmoney 택시, Tmoney Pay 등

모바일 App

모바일티머니 T캘린더 티머니페이

티머니택시
(운전자용)

티머니택시
(승객용)

모바일 Server

모바일티머니
운영서버

T캘린더
운영서버

시스템운영

마케팅플랫폼 TPO시스템 공통 Push 시스템

고속버스
고속버스
운영서버

기타

Infra

UI/UX 기획 UI/UX Design 퍼블리싱

UI/UX 표준

티머니택시
운영서버

티머니페이
운영서버

White 
Project 

Union Pay Private Push

DevOps.
2015년 5월 ~ 현재



Front & Middle Office
review

[한국카카오은행] 기업인터넷 뱅킹
2017년 12월서비스오픈

조회, 이체, 예금, 결재함, 뱅킹관리, 증명서, 

고객센터 구현

비대면 기업 인터넷 뱅킹 첫사례

오픈 소스 기반 기업 인터넷 뱅킹 신규 구축



[BNK부산은행] 스마트알림시스템
2016년 1월 서비스 오픈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BNK부산은행 Private Push 시스템

B2C(대고객 서비스) 및 B2E(임직원) 서비스

계좌 입출금에 대한 실시간 알림 메시지



[BNK경남은행] 투유알림센터

BNK경남은행 대고객 알림 서비스

금융 및 입출금 알림 서비스

메시징을 통한 상담 서비스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BNK경남은행] 기업뱅킹&개인뱅킹
스마트알림센터구현

BNK경남은행 기업뱅킹 & 개인뱅킹 內 스마트알림센터
구현

스마트알림 가입 프로세스 적용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적용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페이
2016년 5월 서비스 오픈

기업 임직원 용 Tmoney Pay(상품권) 

상품권 발행 후 NFC, 결제번호 입력을 통한 택시
상품권 결제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NS홈쇼핑] 모바일쇼핑몰
1차 : 2014년 2월 서비스 오픈, 2차 : 2016년 2월 서비스 오픈

IBM MFPF(MEAP)을 활용한 Hybrid 방식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홈쇼핑 TV 연동

현재까지 모바일 유지보수 및기술지원 업무 수행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호텔타임쉐어앱서비스
2015년 9월 서비스 오픈

Hybrid 개발을 통한 개발 및 관리 용이성 확보

시간 별, Class 별 호텔 예약 서비스 제공

App 과의 실시간 통신을 통한 객실 관리 및 안내
서비스

제휴 호텔 담당자를 위한 관리다양한 관리 기능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3.0
2015년 1월 서비스 오픈

회원, 포인트, 광고허브, 가맹점, 앱채널링 관리 기능

모바일 3.0과 모바일캘린더 회원의 통합관리 기능

회원 분포 및 신규회원 등록 현황 통계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일본] 모닝스타 MoneyLook 모바일앱
서비스
2014년 10월 서비스 오픈

저사양의 스마트디바이스에 최적화한 스크래핑 엔진
구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기존 PC버전과 호환성을 제공하여 간편하게 동기화 가능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엔크린] 대고객서비스용모바일앱
2014년 9월 서비스 오픈

스탬프,주유다이어리,Push,위치기반 등 모바일 특화기능
구현

엔크린보너스카드,주유할인카드,주유복권 등 서비스
구현

위치기반 서비스(MAP+BLE 기반의 주유소/충전소 찾기)

구현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TPO 시스템
2014년 2월 서비스 오픈 /  TPO : Time, Place, Occasion

TPO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Push 발송 시스템 구현

인구통계학 정보 및 카드사용 정보를 통한 고객세분화
Rule 설정

fPMS Library 적용 (한국스마트카드 전사 공통 Push 시스템 활용)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미래에셋생명] 모바일사이버창구앱
2013년 8월 서비스 오픈

OSMD 실현 및 앱위변조 방지 등 다양한 보안솔루션 연동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직관적 UI 구현

Push, Direct update, API 연동 등통합개발플랫폼 기반
구현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교보생명] 모바일사이버창구앱
2013년 8월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모바일 사이버창구 및 퇴직연금 애플리케이션
구축

통합개발플랫폼 기반으로 모바일 웹/앱 개발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롯데카드] Push Messaging System
2013년 8월 서비스 오픈

전송률 99.9% 의 Push Messaging Service

fPMS 적용 (발송엔진, 클라이언트 모듈, 

발송통계/이력조회)

Private Protocol 결제 데이터 송수신 적용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Mission Critical 메시지에 대한 전송률 및 정확성 확보



[롯데카드] 가맹점영업지원앱
2013년 11월 서비스 오픈

MEAP 기반 영업활동 지원 모바일 서비스

가맹점 검색을 위한 위치 기반서비스

메모장, 달력, 고객 찾기 등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 및 UI 구현

Mobile Channel Service
review



Front & Middle Office
review

[롯데카드] 인터넷리뉴얼
2013년 3월 서비스 오픈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홈페이지 구축

CMS 및 웹등 업무계 시스템과의 연동

ActiveX 없는 보안프로그램 적용
(키보드보안,방화벽,기기정보,공인인증등)

개인화 페이지 연동 및로그분석 솔루션 도입



Front & Middle Office
review

[NH농협] 스마트금융센터
2015년 12월 서비스 오픈

금융상품 마켓, 스마트상담센터, 자산관리서비스 등
구현

NH농협 스마트마켓 독자 사이트 구축 (e-마케팅 시스템
연동)

쇼핑몰 형태의 개인화 금융 서비스 제공



Front & Middle Office
review

[NH농협] e-금융차세대시스템
2014년 2월 서비스 오픈

Any Device/OS/Browser 개념의 오픈 웹기반 구현

One Source로 다양한 경로의 웹 환경 지원 (PC, 스마트폰, 테블릿, 

SmartTV 등)

통합프레임워크 도입 및응용시스템 재구축



Front & Middle Office
review

교보디지털생명보험시스템
2013년 12월 서비스 오픈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 홈페이지 화면개발

상품,컨텐츠 및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리자 화면 개발

User UI/UX 환경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Multi Device, Multi Browser 적용 및다양한 서비스 제공



Front & Middle Office
review

[SBI 저축은행] CI 변경및홈페이지
웹접근성
2013년 11월 서비스 오픈

장애인 차별 금지법 확대에 따른 웹접근성 확보 및 인증

사명 변경에 따른 CI 변경 및 사명 변경 적용(약 2,000 p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 환경
개선



Front & Middle Office
review

[일본] SBI 증권 HTS 시스템
2013년 10월 서비스 오픈

HTS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도쿄증권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맞춰

진행)

기존 플랫폼과 호환성 제공

고객 편의성 및 코스트 삭감을 고려한 개발



Front & Middle Office
review

[현대카드] 홈페이지웹접근성
2013년 9월 서비스 오픈

오픈웹 기반 홈페이지 설계 및개발 (N-Screen 대응 화면개발)

웹/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아키텍쳐 표준화

데이터 보안 및 서버보안 확보 (데이터 암호화 및현대카드

보안가이드 준수)



Front & Middle Office
review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리뉴얼
2013년 8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전략 방향과 부문별/기능별 전략방향 alignment

MOT 기반의 고객 경험 제공 및 개인화 서비스 기반 확보



Front & Middle Office
review

[롯데카드] 홈페이지웹접근성
2013년 8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장애인, 노인, 일반인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

주변환경, 이용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접근 가능



Front & Middle Office
review

[경남은행] 홈페이지웹접근성
2013년 6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장애인, 노인, 일반인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Front & Middle Office
review

[우리은행] 인터넷뱅킹리뉴얼
2011년 3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금융서비스를 가상 체험할 수있는 가상체험관 구성

Target 고객 별 특화 서비스의 강화



Front & Middle Office
review

[신한은행] 오픈뱅킹리뉴얼
2011년 3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대응하는 오픈웹 기반의 서비스
제공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Front & Middle Office
review

[NHN] 네이버가계부
2008년 12월 서비스 오픈

커무니티를 활용한 함게하는 가계부 작성.

보급형/확장형 옵션 제공.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Front & Middle Office
review

[신한은행] 오픈뱅킹리뉴얼
2011년 3월 서비스 오픈

장차법 및 웹 표준적용으로 소수 사용자의 참여환경
개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대응하는 오픈웹 기반의 서비스
제공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Front & Middle Office
review

[한국투자증권] 투자관리시스템(AMS)
2008년 6월 서비스 오픈

투자자산관리/리스크 관리를 한번에 할 수있는 구성.

직관적인 그래픽 적용.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Front & Middle Office
review

[Yahoo Japan (일본)] MoneyLook
2008년 3월 서비스 오픈

개인PC용 Rich Client 및 Web 방식 선택, ASP 형태로
제공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최신 Trend를 반영한, Simple & Stylish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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