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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소개

아이티센 그룹소개

아이티센 그룹은 14개 계열사와 2천여 명의 전문인력 보유, 고객사의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
고의 IT서비스 및 Platform 제공 4차산업 선도 기업임. 에프앤에프는 IT전문 아이티센그룹의 관계사임



그룹사 서비스 영역

경영컨설팅에서 아이티센, 쌍용정보통신의 SI/아웃소싱과 콤텍시스템의 인프라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End to 
End 서비스 제공



에프앤에프 일반 현황

에프앤에프는 솔루션 전문회사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리스크 솔루션 전문인력, 금융 IT전문인력, 금융컨
설팅 인력을 기반으로 2022년 7월 소프트아이텍에서 분사하여 아이티센 관계회사로 역량을 확대



재무현황

2022년 6월 소프트아이텍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으로 現재무제표 미산출 상황이나, 아이티센 그룹의 지원
및 다수 사업 수주로 인하여 안정적 재무구조임. 신용등급은 신설법인 기본 등급 ‘B’등급 보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SCI 평가정보

신용평가 사항 평가 기관

2022.07 평가

기업신용
평가 등급

(단위: 백만원)기업신용평가 등급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B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총부채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자기자본

8. 총매출

9. 매출원가

10. 당기순이익

11. 자기자본이익율

12. 유동비율

13. 부채율

14. 자본금

분사 前 법인인 소프트아이텍
기준 매출 520억원(FY’21)

B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에프앤에프는 2022년 7월 소프트아이텍에서 FNF 부분을 분사하여 금융 리스크 & Compliance 사업을 수행하는 솔루
션 조직과 금융 SI/ITO 사업 담당 서비스 조직 및 기술연구소로 구성

CEO

기술연구소

직속

솔루션
기술지원

기술지원

솔루션영업

영업기획

본부장

솔루션개발

솔루션

금융SI

서비스

컨설팅

경영지원

금융영업

공공영업

개발지원
솔루션
고도화

공공SI

구분 SW 컨설팅 R&D 관리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기술 등급별 구성비 기술 분야 구성비

총 73명



주요사업내용

에프앤에프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 사업영역은 Pricing module, Risk 솔루션 기반으로 대형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시스
템 구축, Customizing 전문 업체로 지속적인 솔루션 성능 개선 실현

금융IT
서비스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금융 비즈니스와 IT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 컨설팅,
시스템 구축, ITO(운영관리) 서비스 등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Total Service 제공

대상 : 금융 차세대 시스템, 보험사 외화보험
시스템, 경영지원(인사, 회계) 시스템, 채널(뱅킹), 
퇴직연금/방카, 공금융 시스템(국민연금공단 등) 
등

금융기관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리스크 대응위해
리스크,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지급 여력
시스템 컨설팅, 솔루션 제공,  운영 서비스 제공

대상 :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신용리스크, 
국제회계기준(IFRS), 신지급여력(K-ICS), ALM, 
재무관리(회계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신기술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제공

대상 : 빅데이터(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Open API, RPA, 챗봇, 블록체인

* QF : QuantumFuture의 약자로 제안사의 솔루션 고유 상표임

검증된 솔루션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Solution Suite

시장리스크
QF Market

신지급여력
QF KICS

재무관리
QF Accounting

신용리스크
QF Credit

자산부채
QF ALM

운영리스크
QF Operation

금융 IT부문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고품격 서비스 제공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서비스(Services) 솔루션(Solution)

Risk &
Compliance

Digital 
Trans

formation



프로젝트 수행 실적

국내 최고의 금융 솔루션 기술력을 중심으로 최고의 컨설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프
로젝트 수행, 당사 보유 솔루션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고객사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프로젝트내용

K-ICS 시스템 구축 2022.05.30 ~ 수행 중 • 신지급여력 산출 시스템 구축

K-ICS 시스템 구축 2022.04.04 ~ 수행 중 • 신지급여력 산출 시스템 구축

K-ICS 시스템 구축 2021.11.01 ~ 수행 중 • 신지급여력 산출 시스템 구축

K-ICS/IFRS17 고도화 구축 2021.10.04 ~ 수행 중
• 신지급 여력 산출시스템 구축
• IFRS17 고도화 구축

K-ICS 시스템 구축 2021.08.16 ~ 2022.02.28 • 신지급 여력 산출시스템 구축

외화보험 시스템 구축 2022.02.03 ~ 2022.12.31 • 외화보험 시스템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구축 2022.02.03 ~ 2022.05.31 • 금융투자소득 시스템 컨설팅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구축 2022.12.31 ~ 2023.03.31 • 금융투자소득 시스템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구축 2021.12.17 ~ 2023.03.31 • 금융투자소득 시스템 구축

CB 구축 2021.12.07 ~ 2023.03.06 • CB 구축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2021.06.01 ~ 2021.11.30 •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2021.05.03 ~ 2022.02.02 •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신한생명 통합리스크 고도화 개발 2021.04.12 ~ 2021.08.13 • 통합리스크 고도화

마이데이터 OpenAPI 시스템 구축 2021.04.19 ~ 2021.09.18 • 마이데이터 OpenAPI 시스템

전사정보관리체계혁신 구축 2021.01.16 ~ 2021.01.31 • 시장리스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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