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산업 Again Digital 을 위한 새로운 도구  
- “Telco 데이터 비식별화 결합 활용/ T 인증 ” 

김정선 Manager / SK텔레콤 Data사업본부 



금융권의 New Digitalization 배경 



새로운 기회  Big Data 

We See Data As  “Opportunity” 
 

 

Data  is  the  next  edge  for  the  financial  industry.  

SK Telecom  offers  essential  core  financial  and  economic  data  alongside  a  suite  of   

unique,  alpha-generating  alternative  data  sets.  



“ The Datafication of Everything” 



Alternative Data의 기회와 도전 



데이터를 연결하라 



Future Finance 

but which bank will dominate 
new economy using Fintech 

Future Finance 

Banks  Vs  Fintech 



Uber  Moment 

신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 체제가 변화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순간 



Finance  Disruption 

언번들링(Unbundling) 

기존 은행의 업무를 결제,대출,외환 송금,자산관리 ,주식중개,크라우드펀딩 등 기존 은행 업무에 핀테
크 스타트업 기업들로 대체될 것이다.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가까운 미래에 전통적인 은행의 기능 대부분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모델 제시 – 핀테크(Fintech)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상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웨어러블 등 일생 사회의 IT 화,밀레
니엄 세대의 출현으로 핀테크 기업의 은행 해체화 가속.  



SKT가 제안하는 DATA기반의 금융 Innovation 

#1. 금융회사의 Know Your Customer를 위한 

 “ 비식별화 데이터 결합” 활용 



Alternative Data 활용 신용평가 개발 현황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에  따른  프로세스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비식별조치) 

3단계 
(적정성평가) 

4단계 
(사후관리) 

No(부적정) 

Yes(적정) 

비식별 
적정성 평가 

(K-익명성) 

개인정보 
(식별정보) 

비식별 조치 
(개인식별  
요소제거) 

비식별 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조치는 이행)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Telco Data의  활용 

Telco 
Data 

1 

2 비대면채널 계좌 개설 시 편의성, 접근성 제고 

• 본인인증, 최신성 고객데이터 업로드, 고객인증을 위한 부가서류 첨부까지 One-Stop  

3 
각종 잠재 위험관리 차원의 새로운 데이터 연계 

• 해외 보이스 피싱, 각종 도박 사이트 운영 모니터링,  금융사기 적발 

4 KYC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정책,서비스 개발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 창업관련 지원정책 및 서비스,  

O2O 환경에서의 Customer Decision Journey에 대한 이해 

새로운 CCS의 Alternative Data Set 

• No Filer, Thin Filer 대상 여신 금융 시장 확장 가능 



결합 프로세스 

분석 현업 
(빅데이터팀) 

분석 현업 
(빅데이터팀) 

비식별화 및 
정보집합물 생성 

비식별화 및 
정보집합물 생성 

결합DB  
적정성 평가 

결합DB 
적정성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적정성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신용정보원/인터넷진흥원 
(결합물생성)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교환 대상회사와 비식별데이터 활용방안 및  
데이터 산출 기준 협의 

SKT H생명 

비식별 
데이터분석 

비식별 
데이터분석 

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 



H생명보험사와의  데이터 결합 사례 



S신 용평가사와  대안적 CCS개발 

 
 No Filer의 경우 49.1%의 등급 전이율을 보여 CB등급 상승에따른 새로운 신규 대출 시장 가능성을 검증 



ROC 비교 결과 

자체 ROC Curve T-grade LR ROC Curve 



등급간 비교 

 



T-grade 등급전이 결과 

No file 등급 조정 반영 



De-Identified Telco Data as  “Opportunity” 
 

 

 Combine  with de-Identified  Telco Data  set  is  the  next  edge  for  the  financial  industry.  

SK Telecom  offers  it for all about Financial  Industry. 



De-identification Data  활용 영역 

신용카드 보험사 은행 신용대출 공공납세 



SKT가 제안하는 DATA기반의 금융 Innovation 

#2.  고객의 불편함이 없는 더 편리한 뱅킹 서비스제공을 위한 

“T 인증” 



공인인증서 유출의 피해 심각 



기존 인증 방법의 문제점 

ID/ PW 생성 단계 
• 절차가 복잡( 길이, 캐릭터 조합 등) 
• 비밀번호를 다 외우기도 어려움 

ID/ PW 변경 단계 
•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요구 
• 개별적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의 어려움 

ID/ PW 사용 단계 
• 비밀번호 암호화 관리의 난해성 
• 비밀번호 분실 시 재발급 프로세스의 번거로움 



T인증은 Hardware 기반 보안 체계를 갖춰, 기존 PIN 방식 대비 훨씬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 

          T인증 

•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체계 

• 별도의 하드웨어(프로세서, 메모리) 영역을 통해 중요 정보를 

상호 격리하여,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 

 

•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 

(現 보안카드 수준, 추후 확대예정) 

 

• PIN 번호 입력, 바이오 인증 

 

• 발급 가능(USIM OTP) 

: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비대면 계좌 개설 지원 가능 

 

• 사설인증서 제공 

 :   내 공인인증서 대체 가능 

 

• 로그인, 이체, 송금, 전자서명 등 全 서비스 

•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체계 

•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역분석, 중요 정보 탈취 가능

성 있어, 보안성에 한계 

 

 

• 일 50만원, 월 500만원 수준 

(Toss 등 간편 송금 서비스 수준) 

 

• PIN 번호 입력 (최초 실행 시, ARS인증) 

 

• 발급 불가 

 :  보안매체 발급 시, 영업점 내방 필요 

 

 

• 대체 불가능 

 

• 로그인(조회), 송금으로 제한 

보안 체계 및 특징 

이체 한도 

이체 시 인증 방식 

보안 매체 발급의 
가능 여부 

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적용 가능 서비스 

간편 안전 
고객은  
무료 



T인증은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최적화된 SE 기반 통합 서비스 지원 

<t-base 
(Trustonic TEE) 

USIM 
(SKT, KT, LGU) 

Smart Card 
(Java COS) 

Smart Card 
(Native COS) 

BLE Token 
(ATsolutions) 

Non-Plugins 
(PC Environment) 

USAT 
(SKT,KT,LGU) 

PC 
Execution Environment 

OTP / Smart 
OTP 

위∙변조 / 
루팅 탐지 

거래연동 OTP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HSM 
사설인증서 FIDO 보안키패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체 인증 본인 인증 

간편(대체) 
비밀번호 

결제인증 제3자 인증 추가 인증 적용 부문 

인증 서비스 

실행 환경 

저장 매체 Secure Enclave 
Keystore 

iOS 

Android 

최적화된 SE 를 토대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인증 플랫폼” 



PIN만으로도 보안 신뢰도를 확보하는 T인증 서비스 – 기술만 제공하는 “솔루션”이 아님 

No 보안카드! No 공인인증서! 

Hardware 기반의 강력한 보안 인증을 통해, 

PIN번호만으로도 HSM 의 높은 보안 수준1)을 확보! 

PIN번호만으로도 

보안카드를 대체! 

PIN번호만으로도, 

공인인증서를 대체! 

PIN번호만으로도, 

추가인증을 대체! 

• PIN번호만으로도 보안카드와 동일한 1회 1,000만

원 이체 지원 

• Secure Element 내에서 OTP의 생성 및 관리: 

USIM OTP 

• 사설인증서 발급을 통한 전자서명  

기능의 제공 

• Secure Element 내에서 사설인증서를 위한 Key 

값을 관리 

• Hardware 기반의 강력한 점유 인증을 통해 

ARS/SMS 인증을 대체 

1 2 3 

1)  HSM(Hardware Security Module) 기반의 강력한 보안을 토대로 PIN번호를 접근 매체로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항) 



고객은 별도의 분리 매체 및 추가 프로세스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증 서비스를 활용 

              의 3無 설계 원칙 

1 2 3 별도 매체 없이! 추가 입력 없이! 새로운 학습 없이! 

매체를 소지, 관리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고객의 기존 프로세스 그대로 

• 스마트폰 만으로 보안 매체 구현 

• 별도의 보안 매체를 소지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음 

• 고객의 입력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 고객에 의존적이지 않은 보안 인증으로, 더 

높은 보안과 사용성 보장 

• 고객의 추가적인 액션이 없음 

• 기존 프로세스 그대로, 학습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음 

탄탄한 보안을 바탕으로, 고객의 인증 프로세스는 획기적으로 간소화 





고객의 인증 과정을 간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개선에도 효과적 



공인 인증 대체 방식의 비교 



고객의  
편리한 
체험 

사용 
증가 

이체를  
위한  

예수금  
집중화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인증 

부가적  
서류 및 개

인정보 자동
화 



최선의 인증 기술을 선택하는 방법 – T 인증 

새로운 인증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암∙복호화 키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안전한 방법을 확보하는 것 

How to get a Secure Element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고객 환경을 지원 

PKI 기본 제공 

커스터마이징 가능 

안전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Thank you! 

김정선 Manager 

jungsun.kim@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