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업 소상공인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합니다

얼리페이
EARLYPAY



소상공인의생존과성장에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내일을만든다.

VISION

MISSION

통합 금융지원 솔루션을 통해 물품 발주에서부터 판매, 정산까지
소상공인 중심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

1. COMPANY VISION



2. 주요성과

95%

한달 무료 체험 후
95% 이상 유료 전환

40%

2021.12월 공식 런칭 후
월평균 40%씩 성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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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4. 대표자소개

現얼리페이대표이사
前FUNDA 플랫폼사업부본부장
(소상공인전문P2P업체)
前티페이정산Agency Director 
(소상공인플랫폼비즈니스)
前하얀노무세무법인Branch manager 
(소상공인전문컨설팅)
前VFC insurance Branch manager 
(소상공인전문컨설팅)

장환성

10년 가까이 소상공인 시장을 경험하며 결제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장님들이 매출 정산 및
관리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확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특히 재고 회전율이 빠른 요식업의 경우 입금 주기가 늘어져
있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결과 낮은 신용도로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얼리페이는 매출 선정산, 매출 관리 등 통합 금융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2022 코리아핀테크위크)

부트캠프 항해99 4기
- 프론트엔드 과정 수료
- 프론트엔드 우수 개발자 선정

새마을금고 금융지원팀

- 수신업무 및 금융상품 판매

- 보험 상품 기획, 설계 및 영업

부트캠프 항해99 6기
- 백엔드 과정 수료
- MVP 개발 및 UT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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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원소개



소상공인통합금융지원솔루션

5. 서비스소개

사업운용지원

지속가능한소상공인시장

현금흐름개선

\

물품발주비용절감

\



6. 경쟁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fintech/222
663908677

2021 예창패선정및최우수졸업 “얼리페이”

[스타트-ON] 얼리페이 “자영업자 현금압박 끝” 
매출을 다음 날 바로 정산
자영업자들이가장어려움을겪는것중하나가자금압박
이다. 돈을벌어도입금이늦어지면서가게운영에…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
xno=410590

소상공인 매출 선정산 서비스 얼리페이, 제5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핀테크공모전은인증, 금융보안, 자산관리등을주제로참
신하고다양한아이디어보유기업을모집했다…

http://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
no=32954

[코리아핀테크위크 2022] 반짝이는 기술력 돋
보인 핀테크 스타트업 주목
얼리페이는작년 12월서비스론칭이후구독자수가가파
르게증가했으며, 구독유지율이 95%에달한다….

https://bit.ly/3TampJB

얼리페이 ‘제28차 핀테크 데모데이’ 우승

얼리페이장환성대표는다음미션은사장님들의지출을
유연하게해주고, 지출을줄여주고, 나아가…

http://www.startupdaily.kr/news/articleView.html?i
dxno=777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얼리페이
‘선(先)정산 서비스‘..
얼리페이는지난 12일여의도한화손해보험사옥
에서영업배상책임보험 MOU 체결을통해..

https://m.mk.co.kr/news/it/view/2021/08/823720/

얼리페이 ‘KB 유니콘클럽 2기’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KB유니콘클럽 2기엑셀러레
이팅프로그램을통해혁신을이끌어갈스타트업…

https://www.venturesquare.net/857952

[UP! START] 얼리페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
장 ‘쑥쑥’
얼리페이는기존선정산서비스의불편함을모두해소한
소상공인토탈솔루션이다. 365일정산, 간편한가입…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
no=983396

7.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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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8. 홍보영상

유저인터뷰

https://drive.google.com/file/d/1xrdtnLhsctH5HA6ab_bOk8gCDzTLGaMH/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1HoEamm21_AuutSYE8AJh8wYkpLLou-p/view?usp=sharing


찾아오시는길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4층
(신용보증기금빌딩)
공덕역 4번출구전방 10m 앞

1522-6911

9. 찾아오시는길



얼리페이의 선정산은 금융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