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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 시스템 뱅크샐러드

총 172개
금융기관* 및
개별앱

업종별분절된금융시스템 금융을모두연결하여,개인돈관리경험제공

*한국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기관 총합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뱅크샐러드는금융정보를활용한개인돈관리서비스입니다.

Problem & Solution 정보의연결과활용

정보의

연결과활용
뱅크샐러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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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합조회로자산관리에대한여러가지문제를해결합니다.

Problem & Solution

지금 내 재산은 얼마지?

올해 내 금융 수익율은?

연말정산은 돌려받을까?

Q1. 

Q2. 

Q3. 

*13개 카드사 / 18개 은행 / 11개 증권사 / 10개 생보 / 22개 손보 /  홈택스 / 연금다보여 / KCB / 부동산 / 자동차 시세조회

통합 조회 자동 가계부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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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 Solution

카드 추천 보험 추천 연금 추천

내데이터를분석한알고리즘으로설계하는맞춤금융상품을제공합니다.

내게 가장 혜택이
많은 카드는?

Q1.

보험은
내 미래를 지켜줄까?

Q2.

Q3.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실제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할인 / 적립 / 마일리지 계산

내 건강검진 결과로

미래 위험 질병에 대한 보장 분석

내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안락한 노후를 위한 필요 연금 계산



2017년 2018년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100만
다운로드돌파

50만
다운로드돌파

서비스
다운로드 대비

MAU 비율

뱅크샐러드 32.25%

토스 20.86%

브로콜리 9.51%

핀크 7.47%

Credit
Karma

32.10%

Mint 20.06%

국내외주요자산관리서비스대비

TOP활성사용률

“자산관리앱하면떠오르는앱”

최초상기 / 비보조인지 1위.

200만
다운로드돌파

2019년

※ 2018년 12월 기준 추정치 (App Ape 제공 데이터 기반)

앱런칭후매월 28.6%성장으로

폭발적트래픽증가

뱅크샐러드 트래픽 성장 추이 다운로드 대비 활성 사용률 인지도 조사

(2019.4월기준)

회원수380만 MAU 134만

WAU 70만 DAU 27만

* App + Web 총계:  MAU 206만, WAU90만, DAU 28만

비고: 키움증권MAU 90만, 하나은행MAU 280만

사업 현황

뱅크샐러드는국내No.1 돈관리앱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산관리앱” “돈관리앱”

540건

141건

281건

50건

뱅크샐러드 토스 뱅크샐러드 토스

※ 2019년 3월 1000명 대상

3.8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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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다운로드

돌파
(2019.4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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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2
Payment Service Directive 2

AISP
Account Information Provider

MY DATA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용 정보법 개정안 +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18.08)

마이 데이터 (18.03)

데이터 경제 활성화 (18.03)

MY DATA IN KOREA

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20.상반기)



PSD2
(Payment Service Directive 2)

인터넷 뱅킹 수준의 오픈을 의무화하는 유럽 시장 규제 표준화

의무화 대상 :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일반 채널(Secure and Common Communications)로

TPP의 공평한 접속 보장, 고객의 인터넷 뱅킹과 동등한 수준의 API

2016 법제화 시작. 수용 기간 2년 허용

2017 유럽은행 감독청이 규제 기술 기준(RTS) 완성

(etc. open banking Group / Berlin Group)

2018 PSD2가 각국 국내법으로서 효력 발생

2019. 9 RTS 효력 발생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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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2

의무화 대상 : 유럽시장 통합

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 계좌 장부의 열람권(허가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s) : 계좌 장부 기록권(등록제)

> 금융 결제 공동 인프라 혁신안

(Payment Service Directive 2)

계좌 장부의 Read, Write권한 오픈을 의무화하는 유럽 시장 규제 표준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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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택권을위해개인장부열람과기록의공개가의무화되어오픈됩니다.

증권은행 카드 보험

상품 제조 및 계약, 장부신뢰 시스템, 신용체계 한국의 Open Banking 현황

장부내역(Data) 오픈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의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My data) 도입으로

금융기관 의무 부과

OPEN BANKING

장부기록(Transaction) 오픈 : 

금융결제 공동망 혁신안으로 2019년 10월부터

펌뱅킹 수수료의 1/10(10~40원)수준으로 오픈

일본에이어아시아에서2번째
오픈뱅킹의무화

고객

활동

전금업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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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내역 (Data)

장부 기록 (Transaction)



개인(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권리 강화 모델

배경 : 미국 중심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회복 / 핀란드 마이데이터 운동

목적 :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과 개인정보 강화

개인정보의 범위 : 기존 개인정보 + 온라인 식별 정보 (Cookies, IP address) + 민감정보(유전, 성적지향성)

범위 : 유럽인 대상 개인정보 다루는 모든 기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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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 : 명시적 동의/ 처리 제한권/ 수정요구권/ 삭제요구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구속력 : 1차 - 경고/ 2차 – 정보처리 금지/ 3차 – 과징금(전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제3국에 대한 영향 : 제 3국 적정 승인 받기 위한 경쟁 + 정보보호법 입법에 영향

기업에 대한 영향 : 유럽 시장 포기 또는 비용 지출(인프라 구축 및 조직 개편)

개인(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권리 강화 모델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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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가명 정보 유통 활성화 / 마이 데이터 활성화 2축

오픈 뱅킹의 AISP / PISP 2축 중 AISP가 마이 데이터의 첫 실증

은행권 정보 개방 의무화는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실험대

AISP는 마이 데이터 기반 이종 데이터 융합 확산의 기폭제 역할 가능성

Big Blur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 경쟁

그리고 혁신 추구하는 당국의 의지가 매우 큼

한국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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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듈화, PLUG & PLAY 가능해지면서

금융의 융합 생태계 창발

은행 앱 없이 송금하고 카드앱 없이 결제내역 보는 시대

PLUG & PLAY 가 가능해지는 API Economy 출현

소비자 Market Place 핀테크가 출현

빅테크가 소비자/정보/신뢰 쌓은 후 금융으로 확장

마이데이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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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과 결제 트래픽으로 ‘은행/ 증권/ 보험’ 라이선스 갖춰 나가는

대한민국 2대 디지털 금융지주 “토스, 카카오”

변화, 그리고 기회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모바일 월렛 모바일 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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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브로, 데이터 기반 금융 개인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뱅크샐러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개인 자산관리

생애주기

신용정보

노후계획

신용정보

생활습관
생애주기

건강정보

생활습관

노후계획

변화, 그리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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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외여행을 예약 하면 손쉽게 가입해주는 해외 여행자 보험

변화, 그리고 기회

가계부 내역 통해 여행계획 파악 스위치 보험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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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에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연금 추천 서비스

3억

1억

5억

은퇴

김뱅샐님의 순자산

은퇴시점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변화, 그리고 기회

자산예측을 통한 노후 분석 연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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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대신해 내 신용을 높여주는 신용 대변인 서비스

연금 납부 기록

20년간 / 월 60,000원 납부

보험 납부 기록

16년간 / 3개 상품 납부

변화, 그리고 기회

고객의 금융데이터 분석 카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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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추천 되는 보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

변화, 그리고 기회

내 건강 관리 보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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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요인

금융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

금융 데이터 산업 진출 기회

과제1 :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중심 데이터 인증 표준화 등이 필요.

과제2 : 마이데이터 중심의 초산업적 정부 지원 (Data 경쟁력 5위 대한민국)

OPEN Data / Big Blur 생태계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 획득

핀테크 회사의 기회

변화, 그리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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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요인

OPEN INNOVATION 역량이 금융기관의 중요 역량

고객 접점 전략의 기회 (내부 -> 내/외부)

과제1 :자원 개방, 외부 자원과 금융서비스, 알고리즘, 마케팅 시너지 혁신 관점 부족

과제2: 접근성 낮은 Plug & Play  인프라

OPEN INNOVATION이 새로운 금융 경쟁력이자 기회

금융 회사의 기회

변화, 그리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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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금융경험 오픈뱅킹이후개인금융경험

Digitalization

통장확인 통장쪼개기

가족계획 공과금납부

은행상담

설계사 가계부 연말정산

변화, 그리고 기회



감사합니다.

(주)레이니스트

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