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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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릿지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농·축·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수만종의 농·축·수산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주문을 넣으면 현지 농장 실사, 공급자 이력 검증, 계약 협상, 패키징, 운송, 세관 
업무 등 다양한 무역 업무를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수십만종 농·축·수산물의 거래 
가격과 수출입 물량, 품질, 현지 속보 등을 전 세계 유일하게 수집·분석·가공해 
심층 리포트도 발간 중입니다.

구분 내용

법인명 트릿지

설립일 2015년 1월

대표 신호식

임직원 약 30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사업 모델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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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요 내용

2012년 TP파트너스 설립

2015년 농·축·수산물 플랫폼 트릿지 출범

2016년 소프트뱅크벤처스 투자

2018년 농·축·수산물 데이터 분석팀 출범

현지 무역 전문가(EM) 제도 도입

2019년 공급자 검증 시스템 구축

2020년 풀필먼트 서비스 본격 출범

2021년 포레스트파트너스 700억 추가 투자

500,000,000+ 전 세계 가격 데이터 수

300,000+ 월간 평균 방문자 수

110,000+ 트릿지 공급처

90,000+ 트릿지 가입 기업

150,000+ 상품 데이터 범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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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릿지는 투자은행 원자재 투자자였던 신호식 대표가 2012년 원자재 투자회사인 
TP파트너스를 창업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자재 투자자 시절 한국과 일본 제철 
회사에 납품할 석탄 공급에 애를 먹으며 아찔한 경험을 했던 게 창업을 처음 
결심한 계기였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의 광산 회사로부터 6만톤의 석탄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석탄 시세가 오르자 이 광산회사는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약속했던 물량을 다른 곳에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어디서도 석탄 공급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었기에, 신 대표는 미국 대륙 전역에 있는 광산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6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평소 가격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웃돈을 주고 물량을 맞춰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으나, 당시 그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아찔한 
경험을 계기로 시장 불균형을 줄여줄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 스토리

트릿지(Tridge)는 거래(transaction)와 다리(bridge)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다리처럼 연결해 각종 비효율과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션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시장 불균형을 해결합니다.

[사진] 신호식 대표



트릿지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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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릿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과 휴민트(humint)를 적절히 융합한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의 한계점 중 하나인 책임 회피 
문제를 보완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본사 전문 직원들이 직접 공급자의 
이력과 신용도를 체크합니다.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채소 과일류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EM(engagement manager·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운수 창고로 발을 옮겨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구매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농장주가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비슷한 품종의 다른 공급처를 찾아주기에 과거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게 식료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

a. 풀필먼트

[사진] 트릿지가 농산물을 
공수하는 지역 리스트

[사진] 트릿지 플랫폼에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상품들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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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것이 방대한 농수산물 데이터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1만4853종의 농수산물 데이터 110억개를 쌓았습니다. 약 
1100만곳의 소스에서 매일 5만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일부는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도매 시장 
등을 발로 뛰며 가격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트릿지에 ‘딸기’, ‘감자’, ‘고등어’ 등 
주요 농수축산물을 검색하면, 도매시장 가격 데이터, 품목별 수출입 규모, 최대 
수출국 및 시장 점유율, 현지 정보 등을 망라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b. 농축수산물
     데이터 수집

[사진] 트릿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전 세계 토마토 시장 데이터

[사진] 트릿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토마토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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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릿지가 보유한 독점 데이터로 심층 리포트도 작성합니다. 바로 아래[사진]은 
2020년 전 세계 양파 시장을 다룬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고객 수요에 맞춰 
트릿지의 전문 분석가들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 추이와 전망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줍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심층 보고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홍차, 카놀라유, 코코넛 오일, 커피, 레몬, 올리브유, 양파, 
오렌지, 피스타치오, 돼지고기, 소고기, 쌀, 새우, 해바라기씨유, 토마토, 파인애플, 
마늘, 사과, 참치, 고등어, 땅콩 , 키위 등. 

c. 주요 농산물
     심층 리포트 작성



8

이 밖에도 트릿지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농수산물 뉴스가 실리는 지역 신문, 전문지 기사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시장 
관련 기사만 추출해 내는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전문 담당자가 불필요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매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무역 전문가의 코멘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고객 수요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d. 기타



주요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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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데이터
리서치 고객

무역 플랫폼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