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Allink All�rights�reserved.

올링크기업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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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링크소개

기업개요

하나의태그로세상의모든서비스를연결합니다.

NFC태그기반정보전달솔루션 nex+ap을통해

스캐너와리더기를대체하며, 모바일인프라솔루션의

Key-player가 되고자합니다.

회사명 (주)올링크(Allink)

대표 김경동

설립일 2019년 10월 1일

자본금 3,300만원

임직원 9명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핀테크랩 6층주소



올링크소개

주요연혁

2019

• (주)올링크설립

• nex+ap 솔루션런칭

•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11기

• 신용보증기금 NEST�8기

• 신한퓨쳐스랩 6기(실리콘벨리)

• 2020�매경핀테크어워드우수상

• 2020�제로페이온라인피칭 2위

• 미래에셋페이테스트런칭

• 삼성금융콜라보레이션협업기업선정

• 신용보증기금퍼트스펭귄기업선정

• 서울스마트시티센터지정기업선정

• 관광벤처기업선정

2020 2021



올링크소개

수상및특허

22 8 32
억원 개개사

파트너사 투자금액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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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모바일정보를,

하나의NFC TAG로!

nex+ap솔루션소개

포인트적립은바코드로! 전자출입은 QR코드로!

심지어결제는MST(삼성페이등),NFC,QR코드,바코드등…

수많은인프라속에서사업자는대규모투자가필요했으며,

소비자는헷갈리는인프라에불편함을느꼈습니다.

올링크는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하나의 NFC�Tag를 통해모바일서비스정보가전달될수

있도록하는화이트라벨솔루션 nex+ap을 구현했습니다.

nex+ap

바코드

QR코드

MST

NFC

실물카드



nex+ap솔루션소개및특장점

nex+ap은 하나의 NFC TAG를통해다양한모바일서비스(멤버십,인증번호,카드등)의 정보를단말기로전달하도록설계된화이트라벨솔루션입니다.

쉽게말해, nex+ap 솔루션은 NFC�tag를 이용하여저렴하고간단하게정보를읽어전달해주는스캐너와리더기를대체하는역할을합니다.

정보전달솔루션,nex+ap은뭔가요?

|�다양한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 ATM

캣단말기 PC 출입게이트



각자다른스캐너와리더기를대체하고

통합하는역할을수행

정보뿐만이아니라지정된

커맨드 (Auto�Hot�Key)도 전달가능

포스기 키오스크 ATM

캣단말기 PC 출입게이트

모바일- 가상스캐너/리더기 정보송수신- 정보/커맨드입력 단말기- 정보수신

원하는정보를단말기로부터받아

앱으로전달가능(영수증,상태정보등)

어떻게정보가전달되나요?

nex+ap솔루션소개및특장점

nex+ap 솔루션을적용하면모든스마트기기가기존의스캐너,리더기와같은역할을하게됩니다.

해당스마트기기는기존단말기(POS,CAT,키오스크,PC 등)로부터원하는정보(영수증,상태정보등)를 수신해서비스파트너앱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네트워크와연결된스마트기기를통해

정보교류가필요한모든서비스와

환경에적용가능합니다.

nex+ap솔루션소개및특장점

nex+ap솔루션

모든단말기에

적용할수있나요?

포스기

캣단말기

키오스크

PC

ATM

출입게이트

< 단말기예시 >

모든기능을단말기수정또는추가개발없이지원가능



nex+ap솔루션소개및특장점

nex+ap솔루션

어떻게사용하나요?

시연영상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aaWZYZ_UK80


아이폰도터치한번에결제!

더이상아이폰도애플페이안된다고서러워할필요없어요.

nex+ap은 iOS/Android�상관없이모든기기에호환이가능합니다.

연동개발?필요없어요!

그동안인프라한번설치/교체하려면수많은돈과시간이필요했죠.

nex+ap은 불필요한연동개발이필요없어낮은투자비용으로설치가능합니다.

이제는선과배터리에서벗어나세요.

이미멀티탭과카운터에더이상자리가부족하지않나요.

nex+ap은 선과배터리가없기때문에원하는곳에놓기만하면설치끝!

낮은투자비용,가맹점수수료NO!

다양한단말기를설치하려면많은투자비용이들어갑니다.

nex+ap은 5$의가격에협업한서비스의제품만인식가능하도록하며

가맹점에부과하는수수료도없어요.

nex+ap솔루션소개및특장점

nex+ap솔루션

어떤점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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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결제를담다, 간편결제의새로운시작

미래에셋PAY

#1



빠르고안전한간편출입방법

우리동네출입증

#2



교통카드

#적용분야

교통카드 쿠폰사용 디지털키/도어락

상품권서비스 포인트적립 현금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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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링크팀은각분야의전문가입니다.

팀소개및서비스지원

2019 - 올링크 |�대표이사

2012 - 삼성전자 |�결제서비스기획

• 사내벤처 C-Lab�활동 (07.2018)

• 삼성페이베트남론칭 (09.2018)

• 삼성페이한국론칭 (08.2015)

2012 - 삼성카드 |�결제서비스기획

• 삼성그룹미래사업 (07.2011)

• 국내최초간편결제런칭 (11.2010)

2005 - 사이버패스 |�결제서비스기획

• 15개결제서비스기획/운영

2020�- 올링크 |�개발이사

2012 - 씨앤비시스템 |�개발총괄

• 행안부 SCVP 서비스구축

• 개인정보보호솔루션구축

• 서버모니터링솔루션개발

• 통합배포솔루션개발

• 전자정부인증프레임워크구축

• 기타모바일서비스제품외다수

2011 - Brevico |�개발총괄

• 모바일결제솔루션개발

2003 - Penta�Security�System |�개발

• •�PC정보보호

• 구간암호화/웹방화벽솔루션

• 업데이트/관제서버등다수

2002 - 멀티소프트 |�개발

2001 - 우리텔레코뮤니케이션 |�개발

전상구

2020�- 올링크 |�변리사(이사)

2017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단상담위원

2011 - 씨에이티알 |�대표이사

• 스윙타입 USB 메모리특허를기초로미국에서

Kingston,�IP�media�Holdings 등을상대로특허소송

및라이선싱수행

2007  엠에스티지 |�대표이사

• 국내최초의 NPE 회사를설립, 이동통신표준특허를

이용하여, 미국, 한국및일본에서 Nokia,�Apple,

Motorola,�AT&T,�NTT CoCoMo,�Sony 등 13개

대기업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및라이선싱수행

2005 - 시공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경동 15년경력의결제서비스전문가 김상학 23년경력의금융보안개발자 미국특허소송전문변리사



지금함께하세요!

팀소개및서비스지원

올링크는 nex+ap 솔루션을통해, NFC�Tag 하나로미래의모든서비스를연결하고자합니다.

제휴및솔루션문의는아래의연락처로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올링크| Allink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핀테크랩 6층

Tel. 02-6081-1681

E-mail. contact@with-alink.com

mailto:contact@with-alink.com?subject=%EC%98%AC%EB%A7%81%ED%81%AC%20%EC%A0%9C%ED%9C%B4%20%EB%B0%8F%20%EC%86%94%EB%A3%A8%EC%85%98%20%EB%AC%B8%EC%9D%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