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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 NETWORK 



1. 요약 - 사회(Society)속의 개인 vs 개인(Brain, 뇌)의 뉴런 
    (미래 Biz 핵심 : 디지털 사회 = 플랫폼 확보) 

Network Social Service 

Network Neural Analysis 

빅데이터(BigData) 분석(Analysis) 

인간의 (경제)활동=>빅데이터 생성 

인간의 활동(in Real => Digital Society, SNS)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Hadoop, GPU  
Apache Spark, SVM, Bagging, Boosting … 

Next Financial Biz 



2. Link(링크)의 의미 

(Small, 소) 우주 = 인간 

(BIG) 우주 = 사회 

BIG Connected(시공간의 압축 in Real) 
가속화 요인 : 디지털 기술(모바일 기기, 통신 등) 

발전 [개인] 

인공지능(AI)의 실현 
시간의 압축 

가속화 요인 : H/W, 병렬처리, 저장, 연산,  
딥러닝 알고리즘, 클라우드컴퓨팅 등  

서버컴퓨팅 발전 [기업] 

Hyper Connected(시공간의 압축 in Digital) 



3. 미래금융 Biz Risk 

고객(Fin Biz User) 데이터 분석 관련 Risk 

사회 (Digital Society) Change Risk 

단기적(2015~17년)금융위기 대비 
장기적(2017~20년) : Digital First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편리성(스마트기기 H/W, OS 제공업체에 밀림)과  
고객확보(핀테크 기업에 밀림 – 보안은 비즈니스에서 커버, Zero Cost로 서

비스 운영전략, 해외서비스 이용 등)의 어려움 발생 

빅데이터 분석 강화 – 단기적으로는 하면 됨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없으면 데이터도 없음 



4. 미래금융 Biz 대응방안 

(Small, 소) 우주 = 인간 

(BIG) 우주 = 사회 

(장기방안) LINK의 중심에 서야 함 
게임화, 즐거움, 가상화폐 네트워크 확보 전략 등을 
통해 금융앱 이용자의 경험 및 이익을 확장하여 제

공하여야 함 

(단기방안) 빅데이터 분석 강화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된다. 



http://thetally.efinancialnews.com/2014/06/fintech-focus/ 

 1.  은행과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지금보다 더 소비자의 선택이 중심이 돼서 운영될 것  

2.  미래 은행들은 모바일 기기로 옮겨갈 것  

3.  시스템의 도움으로 항상 빈틈없이 실시간으로 고객의 잘못된 재정 운영을 멈추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  

4.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은행 데이타의 동향을 감시하게 될 것  

5.  은행들은 고객 신분 정보 브로커가 될 가능성이 있음. 

    고객정보분석과 행태를 추적관리하여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업무 수행  
6.  은행들은 플랫폼으로 대체 될 것 

    고객,금융상품,서비스를 분석, 고객 정보를 가공하는 기술을 지향하는 플랫폼 회사로 

    변신 
7.  금융 계정은 오픈 금융 생태계에서 모든 거래에서 유일한 신분증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거래를 하게 됨 
8.  블럭체인(block chain) 기술이 널리 사용될 것. 
    위험 또한 분산 되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 

9.  금융 거래가 Social Network Platform을 이용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 

10. 자본 조달 방식이 social network platform에 의해서 은행 중계가 사라지고 

     투자자가 직접 금융 소비자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될 것 

[참고1] FN’s 40 leaders in fintech 



[참고2] H/W(GPU)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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