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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I) 
 

사명: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 
서비스명: 토스(Toss) 

설립일  :  2013년 08월 05일 

대표자  :  이승건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임직원 수  :  300명 이상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 출시  :  2015년 02월 

토스 앱 누적 다운로드  :  4,400만 + (2020년 5월 기준) 

누적 가입자  :  1,700만 + (2020년 5월 기준) 

누적 송금액  :  90조 + (2020년 5월 기준) 

총 투자 유치액  :  4,100억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페이팔 등 글로벌 VC로 부터 유치) 

*비바리퍼블리카:  Viva Republica는  ‘공화국 만세’ 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프랑스 혁명 당시 구호,  

“혁명적인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의미가 담긴 사명  



회사 소개 (II) 
기업 연혁 

2015년 

2014년 

2013년 

 

07월 

08월 

08월 

50억 원 투자 유치 (알토스벤처스, KTB 네트워크 등) 

10억 투자 유치 (알토스벤처스 등) 

(주)비바리퍼블리카 설립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05월 

03월 

01월 

12월 

 

08월 

12월 

11월 

 

10월 

06월 

04월 

11월 

03월 

04월 

 

첫 월간 흑자 기록 

토스증권 예비인가 획득 

475억 원 투자 유치 

토스뱅크 컨소시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획득 

640억 원 투자 유치 (클라이너 퍼킨스 등) 

770억 원 투자 유치 (에스펙스, 클라이너 퍼킨스 등) - 기업가치 한화 약 2조 7천 억 원 

900억 원 투자 유치 (클라이너 퍼킨스, 리빗 캐피털 등) - 기업가치 한화 약 1조 3천 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8 정보보호대상 수상 

(주) 토스보험서비스 설립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28위 선정 

440억 원 투자 유치 (싱가포르투자청, 세콰이어 차이나 등) 

이승건 대표 정보통신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35위 선정 

550억 원 투자 유치 (페이팔 컨소시엄 등) 

265억 원 투자 유치 (알토스 벤처스, KTB 네트워크, 굿워터 캐피털 등) 

이승건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초대 회장 부임 



서비스 현황 (2020년 5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4,400만 + 

누적 가입자 

1,700만 + 

투자상품 누적 투자액 

9,000억 + 

금융서비스 수 

40개 + 

월간 활성 이용자 (MAU) 

1,000만 + 

누적 계좌 등록 수 

3,400만 + 

누적 송금액 / 월 송금액 

90조 + / 4.5조 

신용등급 조회 누적 사용자 

1,000만 + 

누적 카드 등록 수 

1,700만 + 



2015년 2월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 현황 조회, 뱅킹 서비스, 투자, 대출 등  

40종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간편송금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내 모든 돈을 토스에서 간편하게 



20대의 77% 
20대 가입자 수 : 540만 명+ 

30대의 53% 
30대 가입자 수 : 400만 명+ 

40대의 37% 
40대 가입자 수 : 330만 명+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상기 비율은 2018 통계청 인구조사 데이터 기준이며, 연령별 토스 가입자 수는 2020년 5월 기준 



매년 빠르게 성장 중  
2015년 2월 서비스 출시 후 매년 빠르게 성장 

2015 2016 2017 2018 2020.04 

1,70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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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누적 가입자 

1,700만 명 + 

2015 2016 2017 2018 2020.05 

90+ 

20 

6 

2 1 

누적 송금액 

90조 원 + 

2016 2017 2018 2019 

1,200 

550 

200 

35 

2019년 매출 

약 1,200억 원 



안전한 금융 서비스 
지속적인 투자와 자발적인 인증 취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역량 구축 

2017년 5월 

ISO 27001/27701 인증 
(ISO 27701: 2020년 4월) 

2017년 12월 

PCI DSS 인증 

2018년 11월 

ISMS 인증 

2018년 12월 

정보보호대상 수상 



토스의 보안 1: 자발적 보안인증 취득 

•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취득 
 

• 컨설팅 없이 100% 내부 역량으로 획득  
 

 
결과 1: 보안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휴사 & 고객) 
 
결과 2: 고생한 만큼 역량 향상  



ISO/IEC 27001/27701 

ISO 27001의 갱신심사에 함께, 

GDPR 요건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  

ISO 27701 인증 취득 

토스는, 

• 인증 심사기관 선정: 1개월 소요 

• 인증 준비기간:   2.5개월 소요 (외부 컨설팅 없이 수행) 



토스의 보안 2: 자발적 정보보호 공시 

금융권 최초 공시 참여 (2018.05.11) 

 2017-2019 IT인력 대비 보안: 7.9%-9.1% 

 2017-2019 보안투자 집행: 12.8%-17.9%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5/5/7” 

https://www.kisis.or.kr/user/extra/kisis/34/disclosure/disclosureView/jsp
/LayOutPage.do?dataIdx=54&colum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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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sis.or.kr/user/extra/kisis/34/disclosure/disclosureView/jsp/LayOutPage.do?dataIdx=54&column=&search=


토스의 보안 3: 전원수비  

입사 후 10일 이내 대면교육 

• 2017년 31회 실시 

• 2018년 37회 실시 

• 2019년 56회 실시 

 

대면교육 vs. 온라인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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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1)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정의  

• [개] 제2조(정의)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

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

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 [신] 제2조(정의)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1)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 [신] 제32조 제6항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

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 

• [개] 제28조의2 ①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

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행정안전위원회 제출안 2. 대안

의 제안이유 중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다면,  

•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공통]  

• 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3%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1. ... 개인비밀(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8.5 시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8.5 시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1. ... 개인비밀(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 동일) 
2.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8.5 시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계속]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

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도 비슷한 수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벌칙 강화: 해외 사례   

• 2018. 9월, 고객정보 50만 건 유출 

• GDPR 위반으로 매출액 1.5% 벌금형 

• 1.83억 파운드 = US$ 2.21억 = 2,700억 원 

• 국내 최고 과징금(44.8억원)보다 60배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3) 특례조항, 화학적 결합 필요 

8.5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2항, 제18조제1·2항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변화  

3) 특례조항, 화학적 결합 필요 [계속] 

8.5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4. …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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