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
온라인 보안과 디지털 경험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법

고객은 민감한 금융 및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경험을
기대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출을 증진시키려면 디지털 보안과
고객 경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

18~34세 사이의 금융 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로

및 보험사 고객에게 가장 큰

뱅킹 업무를 처리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미국 소비자 비율2

인터넷입니다.1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뱅킹 앱인 미국 고객 비율3

금융 서비스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

고객의 신뢰가 중간 정도라고
느끼는 경영진 비율4

데이터 유출 발생 시 은행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또는 보험사를 변경할

대한 부정적 의심으로 인해

의향이 있는 소비자

감소할 수 있는 매출 비율6

비율5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디지털 경험과 보안 사이의 균형

금융 서비스 업계는 멀웨어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7

페이지 로딩 시간이 3초 이상일
경우 모바일 사이트를 이탈하는
방문자 비율8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경험 안전하게 제공하기

2017년 4분기에 37개의 금융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298건의
DDoS 공격이 발생했습니다.9

로그인 시도의 40% 이상은
악성10

모든 디지털 경험의 보안, 모니터링, 최적화, 검증 향상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

보안과 고객 경험
혁신에 투자

사용자 행동에
적합한 온라인
상호작용 파악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안정적인 성능을
끊김 없이 제공

보안

모니터링

최적화

검증

Akamai Intelligent Platform™은 연간 3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 거래를 처리하면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 전송 플랫폼은 당사의 금융 서비스 고객사가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Akamai의 금융 서비스 고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고객사
전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

상위 25대 미국 은행 모두

상위 10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모두

유럽 상위 20대 은행 중 19개 은행

전세계 상위 10대 대형 보험사 중 7개 보험사

상위 10대 핀테크 기업 중 8개 기업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위험 관리 및 문제 해결, 개인 데이터 보호에 효과적인 보안
구축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akamai.com/digitalmaturity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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