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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L 도입 배경“

✓ 자금세탁방지(AML) 란?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금융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금융거래보고 정보제공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

(KofIU)의 설립 및 의심거래보고제도(STR)가 도입되었습니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준수하고 고객사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

인 방법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AML (Anti-Money Laundering)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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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L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을 추적, 적발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예방합니다.

What is M-AML ?

M-AML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AML 관련 특정 준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주는 혁신적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입니다. “ ”

AML/KYC 예방 직관적 인터페이스

AML 및 KYC 요구를 충족하도록 고객사별
분석, 조사, 보고 기능을 포함한 직관적인
전체 인터페이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탁월한 AML 퍼포먼스

탁월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자연
어 처리를 이용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
인 의심활동보고(SARs)를 지원합니다.

AML 검증 모듈

M-AML의 ‘검증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 목표, 
비즈니스 용도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 지 확인
이 가능합니다.

AML 관련 서포트

AML 전문가 팀이 모델 구축 관련 지원 컨설팅
및 세미나, 교육 등을 제공하여 AML 준수 환경
을 따라 잡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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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M-AML ?

M-AML

M-AML의 개발사인 Clovis 구성원은 민간 및 공

공 부문의 재무 규정(financial regulations), 빅

데이터 분석, intelligence 수집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유통을 추적/적발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탐지율 증가

다른 수익 창출 부서(신용 및 지불 처리 등) 
신뢰도를 상승을 위한 기능 구축

오 탐지 감소 문제 해결
속도 향상

규제 기관/정부 감사를 위한
조정 시간 및 절차 간소화

분석 모델 실시간 구축, 
실시간 테스트 및 구현

잠재적 규제 & 
벌금 절감

은행 서비스
신뢰도 향상

M-AML

“ M-AML을 도입하면 ?

Clovi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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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ML Software동향과 Clovis 플랫폼비교

M-AML

분야 M-AML 솔루션

AI

• 단순히 고객 거래 활동만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을 포함한 재무 분석가 및
재무 규정 담당자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 AI를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AML 경고를 제공하여 AML 거래 탐지율과 해결 속도 향상

신모델 적용 • 실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새로운 모델을 설치하고 테스트 가능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적용

경고 등급 • AML ‘경고 등급’을 측정해주는 독점적 평가 모델인 ‘AI 기반 스코어링 시스템’ 포함

조사자
워크 플로우

• 실시간으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보고서 작성 • 감사 기관(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감사 요청된 모든 정보를 단 몇 분 만에 리포트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s: 금융 기관이 재무 규제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또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거래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최근 AML Software 동향

▪ AI 부재

▪ 제안된 범위의 AI 도입

▪ 새로운 모델 적용에 오랜 시간 소요

▪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미지원

▪ 단순 알림 전송

▪ 담당자 관련 낮은 보안성

▪ SAR 관련 기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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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L Architecture

M-AML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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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장점

차세대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 클라우드(개인/공공), 폐쇄망 적용이 가능
▪ SaaS 제품으로 호스팅된 클라우드 등에서도 적용 가능

폐쇄망
지원

• 실제 사용하는 고객이 직접 분석 업데이트 가능
• 고객사 별로 새로운 범죄 패턴이 감지됨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실시간으로 분석 업데이트

실시간
반영

커스터
마이징

• 단순히 고객 거래 활동만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을 포함한 재무 분석가 및
재무 규정 담당자의 활동까지 포괄적 관리

포괄적
AI 기반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AML 요건 등을 커스터마이징
• 고객사 내에서도 직접 수정이 가능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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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장점

차세대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 감사 기관(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감사 요청된 정보를
단 몇 분 만에 가져옴으로써 보다 빠르게 SAR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감사
리포트
작성

• 경고 등급을 측정해주는 평가 모델인 ‘AI 기반 스코어링 시스템’의
명확한 지표를 통해 AML경고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지원

스코어링
시스템

팀 효율성
향상

• M-AML 개발팀에 속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객사별로 맞춤
트레이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ML 
준수 환경에 관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맞춤
트레이닝

• 실시간으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관련 부서 내에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M-AML



M-AML 기능 소개“

M-AML 과 함께
AML 솔루션의
새로운 기능을 만나보세요.

M-AML은 단순히 고객 거래 활동만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을 포함한 재
무 분석가 및 재무 규정 담당자의 활동까지 포괄적
으로 관리하여 해결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2020 Mason Intelligence

“

Start your day on the right track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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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AI를 기반으로 AML 준법 감시팀의
각 팀원 별 워크플로우에 따른
실시간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AML은 모든 사용자의 활동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 이전에 로그인하여 활동한 데이터(알림을 열고 닫은 횟수, 
decisions, 경고에 소요된 시간 등)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 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노출시킵니다.

“

AI 기반 ‘AML 담당자 관리 기능’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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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실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새로운 모델을
설치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범죄 유형을 빠르게 AML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보안성을 높이고 더 나은
품질의 경고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M-AML은 모델 테스트와 배포를 위해 최신 CI/CD(지속통합/지
속배포) 방식을 사용합니다.

2. Python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SQL 배치를 통해 모델 업
데이트가 가능합니다. 

3. 파일 업데이트시 모듈은 자동으로 테스트되며, 이를 통과하면 실
제 데이터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4. 검증 후 실시간으로 M-AML 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데이
트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쉽고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
삭제도 가능합니다.

“

실시간 모델 업데이트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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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M-AML

경고에 등급을 지정하는 독점적인
‘AI 기반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하
여 은행의 현재 AML 경고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AML 담당자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위험 평가가
가능합니다. 

✓ 스코어링 시스템은 거래 고객의 인구 통계, 산업, 위치, 거래 및
상호작용 등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위험 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점수를 세분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스코어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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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가시적으로 고객의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네트워크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거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서로 연결된 사용자를 클릭하는 것 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드릴 다운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관적인 네트워크형 인터페이스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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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감사 기관에서 요청한 정보를
단 몇 분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내에서 STR/SAR, CRT, CDD 및 EDD 설명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만으로 고객 정보, 계정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미리 채워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간
단한 웹 형식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 보고서를 편집할 때 M-AML은 어느 담당자가 어떠한
수정을 하는 지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추적함으로써
보안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전자 리포트 작성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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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M-AML

M-AML 기능

AML 준법 감시팀의 활동을 통계적
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AML 담당 준법 감시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관리자들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각 팀원의 강점과 문제들을
파악하고, 보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ML 준법 감시팀 활동 통계 확인

M-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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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L

Strength of M-AML

M-AML 기능

금융 기관의 데이터를
M-AML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M-AML 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변경되면 M-AML 에서
는 전체 시스템이 아닌 M-AML 
parser 만 변경하면 됩니다.

“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AML 관련 정보는 민감한
보안성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 M-AML 은 사용자 별로 특정 보안 권한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
와 기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안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거나, 경고 및
고객 정보 대시보드 만을 조회 가능하게 하는 등
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접근 정보에 대한 모든 워크플로우
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므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높은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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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oal

미래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AML은 현재의 위협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보고합니다. 

머신 러닝과 AI를 사용하여 조사자 활동 및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미래의 위협을 찾고 더 나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M-AML을 통해 미래를 실시간으로 대비하세요.

금융 기관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략적으로 미래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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