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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세부내용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 인공지능 대화형 상담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 대내외 데이터 기반 AI 의사결정 시스템
모바일웹/웹링크 접근성 강화
- 모바일웹기반 무설치 본인인증
고객 인증업무 방식 변경
- 생체인증을 통한 고객 인식,분석
빅데이터 협업
- 마이데이터 사업 등 빅데이터 활용 사업 전반의 협업
데이터 기반 직원업무 분석
- Process Mining, RPA 와 같은 데이터 기반 업무분석 및 자동화/간편화 사업
대용량 타임시리즈 데이터 전처리 - 생성 주기가 다른 데이터 integration, abnormal data 처리,
모듈 공동 개발
결측치 처리 등 금융 데이터 전처리 모듈 공동 개발 진행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구축
- 클라우드 Native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분산처리 서버기술
-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및 데이터 처리 기술
외환 관련 전업무의 블록체인화 - 외환업무 및 해외투자 관련 복잡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및 AI VIsion 처리화
정확성 제고 및 효율 증대
텍스트분석을 통한 부도가능고객 - 비정형정보 중 텍스트 정보로부터 여신관리에 필요한 항목 발굴을
발굴
통한 부도가능고객발굴
- 금융 데이터 전처리 및 분류/가공 기술 보유(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 등)
자산관리, 새로운 상품의 투자
- 글로벌 주요 FX 분석 및 대체 자산(원자재, 금 등) 분석을 통한 자산배분
(암호화폐 제외) 및
- 글로벌 해지펀드 분석 및 추천
증권 규제개혁 비즈니스
- 마켓 주요 리스트 워닝 및 위험 시그널 탐지
핀테크 기반 지불결제
- 온오프라인 지불결제 및 송금 개선에 적용가능한 스타트업의 솔루션과의 협업
로보 어드바이저 주요 모듈 공동
- 프로파일링, 자산배분, 리밸런싱 등 주요 모델에 대해 공동 개발 진행
개발
- 건강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비즈니스 모델, 병원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헬스케어
- 고객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기반 O2O서비스
- AI 기반 업무 효율화, 블록체인 기반 간소화, 건강 및 보험 데이터 융합을 통한
인슈어테크
보장분석, 상품추천, 계약체결 및 약관 등 대고객 업무 개선
Frontier Tech,
- AI 가상 휴먼 실사형 캐릭터 모델, 실감형콘텐츠(AR/VR), 동영상기반여행서비스
Edge Computing,
- 동영상 자동분석후 영상의 하이라이트 자동추출 솔루션 개발
Media Tech
- 생체신호(뇌파)기반의 집중도분석
Space / Network/ Community - 공간 운영 효율화 및 Networking, Communication, Community 활성화 관련
Tech & Contents
Tech 보유 스타트업
옴니채널
- 멀티채널 실시간 중계를 위한 중계허브
크리머스 관련 V커머스 제휴,
- V커머스 투자를 통한 사업제휴 모델 발굴, MCN투자 및 제휴를 통한 자체
MCN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수행
- 신한Pay FAN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나
신한PAY FAN 플랫폼 연계
컨텐츠를 보유한 스타트업
심리상담
- 언택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언택트_재택근무영역 BM 및
- 언택트 IT원격교육 외
기술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