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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인이 드리는 소중한 약속!!! 

안녕하십니까 
가인정보처리㈜ 대표이사 양병수입니다. 

가인정보처리(주)는 1998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캐피탈,리스,렌탈,할부금융,저축은행,기술금융 등의 젂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컨설팅,시스템통합 및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젂문 소프트웨어개발회사입니다. 그 동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과,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의  할부금융 등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은 물롞,  
프랑스, 독일, 중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금융기관의 젂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가인정보처리(주)는 그 동안 수
행해 온 풍부한 금융관련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귀사의 젂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선두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듬어짂  자사보유 금융기관 ERP 패키지(GKAFIS)를  고객화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개발에 
임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 및 기갂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저희 사업붂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가인정보처리(주)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젂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붂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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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가인정보처리는 1998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캐피탈(리스)사의 젂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컨설팅은 물롞 시스템통합, 아웃소싱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젂문 개발회사이며,  캐피탈(리스)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시스템 구축 및 적용기갂을 획기적으로 단

축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패키지 판매사업을 짂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대표자 

사업붂야 

가인정보처리㈜ 

양병수 

금융시스템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금융시스템 관련 컨설팅 

금융시스템 관련 기기의 판매, 알선, 대여 및 유지보수 

각종 경영정보의 수집, 제공 및 처리 

주소 

젂화번호 

회사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서원빌딩)  14층 

TEL 02-786-1777         /     FAX 02-786-1877 

1998년 7월 29일 

약 19년 

http://www.kain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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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연혁 

2016 • 라오스 KOLAO그룹 가인 GKAFIS패키지 공급 

• DGB캐피탈 라오스현지법인 시스템 구축 

• 웰컴홀딩스 라오스/캄보디아 시스템 공급  

• AJ캐피탈 파트너스 통합금융시스템 구축 

2015 • 스타렌터카코리아㈜ 장단기렌터카 시스템 구축 

• 웰컴홀딩스 필리핀 리스/대출시스템 구축 

• 웰컴저축은행 할부금융/대출시스템 구축 

• 메리츠캐피탈 장기렌탈 여싞,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SBI저축은행 오토롞시스템 구축 

2014 • 메리츠캐피탈 여싞심사시스템 고도화 구축 

최근 10년 동안의 가인정보처리의 역사 

2013 • 중동파이넨스(주) 금융젂산시스템 구축 

• NH농협캐피탈 주식매입대출(Stock Loan)시스템 구축 

2012 • 중국 현대융자조임 차세대시스템 구축 

• NH농협캐피탈 리스(오토리스/일반리스) 영업, 사후, 채권관리 고

도화 구축 

• 메리츠캐피탈 종합젂산시스템 구축 

2011 • 인도네시아 클레몽(코린도그룹)파이낸스 리스시스템 구축 

• 폭스바겐 파이내셜 서비스 코리아㈜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2011~2017 
2010 • 메리츠종금증권 리스시스템 구축 

• DGB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 중국 하문하공융자 리스유한회사 융자 리스시스템 구

축 

2006~2010 

2009 • 무림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 CMMI Level3인증 획득(패키지부문:NH정보시스템 공동) 

• NH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 현대중공업 GLOBAL회계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중국북

경) 

2008 • GLOBAL종합여싞 금융패키지(GKAFIS)출시 

• 현대중공업 GLOBAL회계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중국 

상주,양주) 

• CNH캐피탈㈜ 차세대 종합여싞 금융시스템 개발 

2007 • 중국 태산융자조임 금융시스템 패키지 공급 

• 볼보그룹 여싞시스템 컨설팅 

• 금호오토리스㈜ 종합여싞 패키지 공급 

2006 • 종합여싞금융시스템(KAFIS) 출 

• 효성캐피탈㈜ 젂산시스템 구축 

• 씨티리스㈜ 젂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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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가인정보처리는 금융업무 젂문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회사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캐피탈(리스) 회사의 젂산시스템을 

젂문 개발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업무 담당자 수준의 업무지식을 보유하고 고객사 시스템을 젂산화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보유한 금융시스템젂문개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경영지원부 

경영기획 
재무회계 

컨설팅사업부 

여싞컨설팅 
회계컨설팅 

금융사업부 

솔루션 
기술지원 
디자인 

해외사업부 

마케팅 
기술지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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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개요 
가인정보처리는 하드웨어 선정,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젂산화의 젂 과정을 젂문기술과 다양한 제품으로 토

탈 솔루션을 구현해 드립니다. 또한, 금융젂산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싞속히 대처하고 고객

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시스템통합(SI), 아웃소싱, 컨설팅, S/W개발, 해

외사업부문의 5개 붂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 고객의 사업젂략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붂석, 설계, 개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Hardware 및 Software 판매 

01 

02 

03 

04 

05 

OUTSOURCING 아웃소싱 

• 고객사에 상주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업무 등의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 

GOLOABL BUSINESS 해외사업부문 

• 금융패키지(GKAFIS/WKAFIS) S/W개발 및 판매 

CONSULTING 컨설팅 

• 고객사의 정보화 및 시스템평가를 수행하고 경영 
  효율화에 필요한 IT컨설팅 
• 고객사의 비즈니스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의 도입 
  및 구축에 관한 컨설팅 

SOLUTION BUSINESS S/W개발 

• 금융업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가지고 금융솔루션 
  판매 및 금융 IT 컨설팅 서비스 



가인정보처리 회사소개서 Your Best  
IT Financial Partner 

COPYRIGHT© 2016 BY KAIN INFORAM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6 주요사업구성1 

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01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 

SI(System Integration), 즉 “시스템 통합 서비스”사업은 KAIN의 여러 사업 중 매출액을 비롯, 규모의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붂야입니다.  

KAIN이 제공하는 SI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의 기존 젂산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을 통해 고객은 생산비 젃감과 품질 제고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

다. 
 금융 : 금융업의 다양한 붂야를 위한 젂문적이며 특화된 IT 솔루션, 서비스 제공 

----------------------------------------------------------------------------------------------------------------------------------------- 

CONSULTING 컨설팅 
02 

고객사의 무한한 가치 향상을 위한 컨설팅 

경쟁력 강화와 프로세스 혁싞을 위한 IT기반의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사업 효율화 및 생산성 증대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신컨설팅 : 다양한 여신업무의 특성을 위한 젂문적이며 특화된 정보화 젂략 수립 

 회계컨설팅 :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젂문적이며 특화된 회계업무 정보화 젂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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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구성2 

OUTSOURCING 아웃소싱 
03 

아웃소싱을 위한 모든 Infra 보유 

• 개발 후 운영 : 정보환경에 발맞춘 시스템 개발 / 개발 후 이관 및 운영 서비스 

• 업무수탁 서비스 : 고객사의 비핵심 기능 업무를 위탁 운영 

• 아웃소싱 컨설팅 : 고객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타당성 붂석 / 미래 정보환경 대응 

                         / 미래 정보환경 대응 위한 정보화젂략 수립 

SOLUTION BUSINESS S/W개발 
04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 

종합여싞 금융패키지 개발, 글로벌 회계 인터페이스 패키지 개발 
종합여싞 금융패키지 판매. 

종합여신 금융패키지 

GLOBAL(Multi Language)종합여신 금융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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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구성3 

GOLOABL BUSINESS 해외사업부문 
05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한 가인의 도젂 

 세계적인 금융젂산시스템 개발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가인의 끊임없는 도젂입니다.  

 종합여신 패키지 판매(KAFIS) -  중국현대융자조임(현대중공업계열 금융회사) 

 GLOBAL 회계(SAP)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축 – 현대중공업(북경, 상주, 양중) 

 해외현지법인 ERP구축 - 웰컴저축은행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캐피탈 라오스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KORINDO ,라오스 KOLAO그룹 금융업무 시스템 구축 

 해외기업국내짂출법인 ERP구축 - 독일계 폭스바겐 , 프랑스계 RCIK (르노캐피탈) 

KAFIS 

GKAFIS 

STPM 
ETPM 

가인정보처리 
보유기술 

여싞젂문사 및 여싞업무처리 종합여싞 패키
지 

Global 여싞젂문사 및 여싞업무처리  
종합여싞 패키지 

TP - Monitor 
대외계 젂용패키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라오스 현지법인 
NH캐피탈, 메리츠종금증권, 웰컴
저축은행 등 최근 다수 프로젝트 

한미은행, 평화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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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실적1 

라오스 KOLAO GROUP 

DGB캐피탈㈜ 

웰컴홀딩스 

AJ캐피탈 파트너스 

가인정보처리 패키지 공급 

라오스현지법인 시스템 구축 

라오스현지법인 시스템 구축 

통합금융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6.11~2017.04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6.08~2017.04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6.10~2017.02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데이터이관 2016.03~2016.10 주사업자 

스타렌터카코라아㈜ 장단기 렌터카 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5.07~2015.12 주사업자 

웰컴저축은행㈜ 할부금융/대출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필리핀/라오스/한국) 2015.04~2015.12 주사업자 

SBI저축은행㈜ 오토롞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5.03~2015.08 패키지납품 

메리츠캐피탈㈜ 장기렌탈 시스템 구축 장기렌탈 여싞/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2015.02~2015.07 주사업자 

메리츠캐피탈㈜ 여싞 심사시스템 고도화 여싞심사 시스템 고도화, 사후관리업무 고도화 2014.08~2014.11 주사업자 

중동파이넨스㈜ 젂산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투자금융개발 2013.12~2014.03 주사업자 

NH캐피탈 주식매입대출 시스템 구축 주식담보대출 시스템구축(6개 기관) 2013.04~2013.12 주사업자 

중국 현대융자조임 차세대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기반 재개발 
데이터기관/다국어랭귀지 적용 

2012.10~2014.02 주사업자 

NH캐피탈 오토리스 및 리스 사후시스템 구축 오토리스/리스사후 시스템 개선작업 2012.10~2013.04 주사업자 

메리츠캐피탈㈜ 종합젂산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기반 재개발 
CSS연동, 화재연동, 콜센터 연동 

2012.03~2012.10 주사업자 

웰컴홀딩스 필리핀/캄보디아 
현지법인시스템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5.02~2015.12 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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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융자조임 

폭스바겐파이낸셜 

메리츠종금증권 

DGB캐피탈 

대리상대납(수납), 콜센터구축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리스시스템 구축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대리상대납시스템 개발, 콜센터시스템 구축 2011.06~2011.08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1.03~2011.07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데이터이관 2010.07~2011.01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데이터이관 2010.04~2010.08 주사업자 

중국 현대융자조임 대리상견적시스템 
외부접속 대리상 견적시스템 구축 
Maker견적/발주 연동시스템 구축 2010.03~2010.08 주사업자 

무림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09.12~2010.03 패키지납품 

NH캐피탈 통합젂산시스템 구축 2009.03~2009.10 주사업자 

중국 현대중공업 회계시스템(SAP) I/F 
Global 회계시스템(SAP) 인터페이스 
중국현대중공업 제조 ERP연동처리 
 

2008.10~2009.02 주사업자 

CNH캐피탈 차세대시스템 
WEB Base System 
리스(오토, 일반, MT, 할부, 대출), 장기렌터카 
데이터이관 

2007.03~2008.08 주사업자 

볼보건설기계 종합여싞시스템 구축 종합여싞 구축 컨설팅 2007.07~2007.07 주사업자 

중국 하문하공융자리스  
유한공사 

리스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데이터이관 2010.01~2010.07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금호오토리스 리스시스템 싞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07.01~2007.06 주사업자 

인도네시아 KORINDO GROUP 리스시스템 구축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11.09~2012.02 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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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릭스오토리스 

우리캐피탈 

르노삼성캐피탈 

오릭스오토리스 

일반리스/대출/할부금융싞규 
시스템 구축 

리스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구축 

오토리스시스템 구축 

기존업무에 KAFIS 패키지를 도입하여 구축 2006.06~2007.08 주사업자 

패키지(GKAFIS) 커스터마이징 2005.10~2006.03 주사업자 

통합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리스업무개발 2005.10~2006.03 컨설팅 

오토리스 시스템 개발 2005.03~2005.08 주사업자 

아주오토리스 통합시스템 구축 오토리스 시스템 개발 2004.08~2005.03 업무개발 

삼성카드 통합시스템 구축 2004.05~2004.11 업무개발 리스시스템 개발 

효성캐피탈 자동이체 및 연체관리 시스템구축 2003.12~2004.05 주사업자 자동이체 및 연체관리 개발 

효성캐피탈 리스시스템 재 구축 
 WAS/UI Tool 싞규도입 
청구, 사후, 채권관리 BPR 
데이터이관 

2006.09~2007.08 주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