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금융포럼
소개
조선비즈는 매년 금융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미래금융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본수출시대, 해외진출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데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금융 혁명’이란 주제로 개최합니다.
조선비즈는 미래금융포럼을 통해 인공지능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가져올
변화의 흐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이머징마켓을 공략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미래금융포럼에서는 기조 연설과 특별 대담, 4개 섹션 등에서 총 10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지식의 향연을 펼칩니다. 세부 섹션은 ▲뱅크 4.0 ▲’AI와 금융혁명’ 전문가 대담
▲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 ▲고객 맞춤형 AI 금융 서비스 ▲자산운용산업과 4차
산업혁명 ▲AI 금융 서비스 사례 발표, ▲3년 앞으로 다가온 IFRS17, 보험사의 미래 모습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조 연설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뱅크 3.0’의 저자인 미래학자 브렛 킹(Brett King)이 나섭니다.
브렛 킹은 미국 인터넷은행 1위를 차지한 스타트업 ‘모벤(Moven)’의 창립자이면서 국내
금융사 CEO들이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금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미래 은행의 모습은
영업점이라는 ‘조직’보다 고객의 니즈(Needs)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 중심의 ‘뱅킹’이
자리잡는 것이 진정한 ‘뱅크 3.0’ 시대라고 강조합니다. 브렛 킹은 뱅킹 3.0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뱅킹4.0’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세계 최초로 이번 포럼에서 공개합니다.
브렛 킹과의 특별대담에는 오승필 현대카드 디지털본부장이 진행합니다. 오 본부장은 AI와
머신러닝(기계 학습) 등 차세대 IT 분야를 20년 넘게 연구한 AI 권위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10여 년간 컴퓨터 과학자로 일했고, 세계적인 IT(정보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Yahoo)에서도 최근까지 11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금융 미래학자인 브렛 킹과 AI 권위자 오 본부장은 특별대담을 통해 AI 시대에 금융이 가야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1섹션에는 금융 혁신에 대해 자문하는 미국의 전문가 집단 핀테크 포지(Fintech Forge)의
제이피 니콜스(JP Nicols) 매니징디렉터가 연사로 나섭니다. 니콜스는 ‘화성에서 온 은행원들,
금성에서 온 핀테크(Bankers are from Mars, Fintechs are from Venus)’라는 주제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종사자들이 핀테크를 바라보는 가치관 차이를 조명합니다
2섹션은 글로벌 IT기업 NTT데이터의 디지털 및 핀테크 부문 샘 마울(Sam Maule) 대표가
연사로 나섭니다. ‘AI as IA – the intelligent assistant’라는 주제로 AI가 금융 현장에서 어떻게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상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설명합니다.
3섹션에는 AI가 가져올 자산운용업의 변화를 진단합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자산운용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김 교수는 세계
최고 금융공학 권위자로 카이스트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4섹션은 국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합니다. 4섹션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소개하고,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를 국내
금융사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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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2017 미래금융포럼 (제6회 미래금융포럼)
주제 : 인공지능이 가져올 금융혁명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장소 :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조선비즈
미디어후원 : 조선일보, TV조선, 이코노미조선
후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석자 :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관련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이 약 300여명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08:00~08:30

등록

참석자 등록 접수

08:30~09:00

개회식

개회사
축사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09:00~10:00

기조
연설

주제: Bank 4.0
-은행 지점의 소멸, 모바일 결제의
은행 계좌추월, 결제의 블록체인화 등
미래 금융 제시

브렛 킹(Brett King)
-경제/금융 베스트셀러
Bank 2.0, Bank3.0 등의
저자

10:00~10:40

특별 대담

10:40~10:50

강연자

브렛 킹(Brett King)
대담자: 오승필 현대카드
디지털본부장(상무)
Coffee Break

10:50~11:50

세션 1

화성에서 온 뱅커, 금성에서 온
핀테크
(Bankers are from Mars, Fintechs are
from Venus)

제이피 니콜스
(JP Nicols)
핀테크포지
매니징디렉터

11:50~12:50

Lunch

금융 스타트업 피칭(12:20~12:40)

12:50~13:50

세션 2

지능적 도우미로서 인공지능
“AI as IA-the Intelligent Assistant

샘 마울 Sam Maule
NTT데이터 대표

13:50~14:30

세션3

4차산업혁명과 자산운용산업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14:30~14:40
14:40~16:30

Coffee Break
세션 4

1) 인공지능 : 핀테크의 미래 구현
(Artificial intelligence: Shaping the
future of FinTech)

1)파올로
몬테소리(Paolo
Montessori) 렌도 COO

2) 똑똑한 기계 vs 똑똑한 인류
Smart Machines vs Smart People

2)드미트리
카민스키(Dmitry
Kaminsky) 홍콩 딥
날리지 벤처스

3)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의
가치 창출
(AI for Your Daily Business: Turning
Data into Value with Machine
Learning)
16:30~17:10

특별세션

3년 앞으로 다가온 IFRS17, 보험사의
미래는?

*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미래금융포럼 사무국 T.02-724-6157, E.event@chosunbiz.com

3)올리비에 듀센(Olivier
Duchenne)
솔리드웨어 대표
좌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패널
조영환 삼정회계법인
금융보험계리본부 상무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태기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