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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의 진화

• 금융기관은 화폐의 출현 이후에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유동성 공급

• 금화 은화는 국가의 공인이 필요 없었음.

• Bank Note

• Adjudicating Law Merchant: reputation mechanism

• Venezia의 국책은행과 무역, 그리고 Arsenal

• Genoa 는 약소 도시국가로 luoghi(국채)의 외국인 소유 허용

• Firenze의 Fl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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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의 사용

• 주전에서 지폐로
• 唐의 deflation : 동전 사용의 한계

• paper Bank note is used 

• Jiaozi (交子): private à official  철전의 교환권 (JiaoZi Bank) 宋
• HuiZi(會子): the official banknote of the Chinese Southern Song 

dynasty

• 암호 화폐의 범용 가능성
• 가상 화폐 는 투자상품
• Network effect, Natural monopoly 국가나 사회가 adopt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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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nking with FinTech

• 소유와 소비의 통합 via P2P  why? 

• Crowd funding 투자형 vs 대출형

• Online lending as a miniature bank

• Facilitation of Transaction

• 지급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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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us Operandi with FinTech

• Liquidity provision through FinTech
• P2P
• Platform as Intermediary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f UK
• more stringent rules to the peer-to-peer lending sector amid 

concerns that larger businesses in the sector are growing to 
resemble lightly-regulated banks.

• Risk management
• “provision funds” to provide cushions against such losses

• Fintech start-ups look to build on US mortgage mark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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