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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은행의 영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내은행도 수익성 제고에 애로를 겪는 등 그 간 비교적 양호했던 경영
성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진전되고 전자상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경
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가속화, 밀레니얼 세대 부각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다양한 금융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
다. 아울러 저금리·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순이자마진 축소, 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은행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데다 규제개혁
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영업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은행산업 구조는 국별 IT 기술 수준, 기존 은행의 시장
점유율, 규제 수준 등에 따라 기존 대형은행 위주의 산업구조,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은행(인터넷 은행 등)과 경쟁하는 구조, 빅
테크 기업을 위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생태계 구조 등으로 분화되어 재편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 여건을 점
검하였다. 세계 주요 은행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
고 있는 반면 국내은행은 비용, 인력, 지배구조 등의 제약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면서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한 자금운용 편중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다양한 금융수요 충
족을 위한 혁신 유인도 부족한 모습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수익구조가 이자
이익에 치우치면서 저금리·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도 제
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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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이러한 여건하에서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산업 구조 재편과 더불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은행산업 구조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은행산업 진입 규제 수
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비용 최소화를 감안할 때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 협력하고 인터넷 은행 등과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
을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
융상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고령층 및
밀레니얼 세대에 특화되어 설계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편리한 디지털 디바
이스 활용 환경 구축 등이 유용하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과 같은 현지에 적
합한 세분화된 영업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
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 양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
불어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제휴, 협력도 긴요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
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도 필요하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국내은행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경쟁 촉진을 통해 은행산업의 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경영 건전성 저하, 경기 순응성 심화, 신용 리스크 증대 등과 같은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이 고급 인력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직원 재
교육 및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김근영 부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정리에 도
움을 준 노은지 은행분석팀 조사역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자료의 내용는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
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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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검토 배경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작성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트렌드

최근 세계 경제환경이 디지털 경제 확산, 인구 구조

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은행산업의 구조 재편 모습

변화,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규제 개혁 등으로

을 예측해 보았으며 Ⅲ장에서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인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은행 영업 여건도 어려워지고

에 대한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 여건을 살펴보고 평가

있는 추세이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국내

국내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
제하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영 성과를 보여 왔으나 향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구조 재편 방향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
간 국내은행은 담보대출 위주의 자산운용을 통해 저위
험·고수익 추구가 가능하였으나 이자이익 편중으로

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트렌드와 은행산업 구
조 재편 모습

수익성 제고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 등을 통
한 비용 절감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생산성 향

본 장에서는 은행산업 구조, 영업 여건 등에 영향을

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시급한 시점에서 업무 프로

미칠 수 있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세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여

향후 은행산업 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되어 나갈

의치 않으면서 영업경쟁력 강화가 제약되고 은행의 중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장기 발전전략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
배구조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최근
국내은행의 대응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은행의 자
금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실물 경제를 견인함과 동시
에 서비스 산업 확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경제 부
가가치 창출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이다.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트렌드

(디지털 경제 확산)
최근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디
지털화(digit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디지털 경제1) 규모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
계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
는 가운데 2018년 기준 인터넷은 51.2%, 모바일은
107.0%를 기록(100명당 기준)하였다.

1) 디지털

경제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과 함께 대두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기술, 상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등을 의미한다(Digital Economy Report
2019,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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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러한 전 세계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 급증과 더불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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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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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보유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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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2)으로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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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

자료: UNCTAD

래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으로부터 확보
디지털 경제 중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

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상

는 2018년말 기준 전 세계 약 2.9조 달러로 전년대

품을 판매하는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

비 22.9% 증가하였고 소매판매액 대비로 12.2% 수

업하는 형태(<그림3> 참조)이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

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5조달러에 이

워크 효과3)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출 영역을 확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디지

장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핀테크 기

털 플랫폼(<참고 1> 참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업에 비해 기존 은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부

통해 이루어지며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영국, 일본,

상하고 있다.

한국)의 매출이 전 세계의 80.7%를 차지하여 집중도
<그림 3>

가 높은 상황이다.

PLATFORM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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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9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eMarketer

2) FSB(2019.2월)는 빅테크 기업을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정의하였다.
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간 직접 상호교류(SNS, 상거래 등)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이용 편익이 더욱 증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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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자

향후 은행의 정보 및 시스템을 공유하는 오픈뱅킹4)

산관리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참고 2> 참조)하고

이 본격 적용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 또는 경

있다. 빅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지급결제 서

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빅테

비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

대출은 은행보다 우월한 고객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

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또는 빅테크

로 기존 고객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

기업과의 플랫폼을 통한 협업을 도모(<참고 3> 참조)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와 연

하고 있다.

계된 고객계좌 잔고를 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무선통신기술, 바이오인증 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상

술 등을 활용하여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을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개

있으며,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 투자자에

하거나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게는 높은 수익률을, 수요자에게는 중금리대출을 제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금융서

공하는 P2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자산관리

비스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형태

및 보험 등에서는 고객의 여러 금융기관 자산을 한 곳

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영업모델

에 모아 분석하는 서비스,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을 보유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고 있다.

함에 따라 은행의 기능이 분야별로 대체되면서 분화
(unbundling)하는 현상(<그림 4> 참조)이 가속화되

(인구구조 변화)

고 대고객 채널이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제공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주요 트렌드는 인구 고령화

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와 밀레니얼 세대 부상을 들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 등에

<그림 4>

은행업 분화 과정
<이전>

금융회사

금융회사

<이후>

따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프

지급결제
예금·대출
자산관리
자본조달
시장정보제공

금융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지급결제

모바일 머니솔루션
블록체인

예금·대출

P2P 플랫폼

자산관리

자산관리 플랫폼

자본조달

스타트업

시장정보제공

알고리즘 트레이딩

랑스, 독일 등은 초고령 사회5)에 진입하였다. 중장기
적으로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6)된다.

4) 오픈뱅킹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핀테크 기업이 공개된 표준화 방식(오픈 API)으로 은행의 계좌 조회 · 자금이체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다.
5) UN은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미만),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미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6) 2019~67년중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146개국(72.6%)이며, 한국의 경우 2067년 고령 인구가 46.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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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금융 자산·부채 구조 변화를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통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금
융 서비스 및 상품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019년
2067년

된다. 고령화 가속화로 저소득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지면서 장기예금을 위주로 저축률이 하락7)하고 가계
대출 수요도 감소8)(<그림 6> 참조)하면서 순이자 마
진 축소가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 전용 영업점포, 자산관리 등의 서비
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연금, 보험 및 신탁과 같

자료: 통계청, UN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말 고령인구 비중이
14.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주요국(24∼115년)
에 비해 매우 단기인 18년임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고

은 노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가계 저축률1) 및 고령화 추이

<그림 6>

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

주요국 고령화 속도 추이

<표 1>

7%

도달연도
14%

20%

한국

2000

2018

2025

구분

증가소요연수
7%→14% 14%→20%
18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0

73

15

자료: 통계청, UN

- 저축률
- 고령인구 비중

16
12
8
4
0

80

85

90

95

00

05

10

15

주: 1) 2010년 기준년 계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노년기를 대비한 40∼60대의 저축률이 상승할 수 있으나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인구구조가 70대 이상 고령층 위주의 역피라미드 형태로 빠르게 변할
경우 장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가계 전반적인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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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대출 규모 변화1) 추이

<그림 7>

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표
출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지속가능 투자10)

(만원)
7,537
6,654

등) 비중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그림 9> 참조)
6,367

하는 등 다양한 금융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디지털 뱅킹 등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차
3,137

별화된 특성, 금융니즈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04

은행 신뢰 수준1)2)

<그림 8>
30세미만
30세미만

30대
30대4

40대
0대

50대
50대6

60세이상
0세이상

주: 1) 2018년 기준
자료: 통계청

45%

53%

한편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44%

8%

소셜 미디어 등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9)가 주요국 등
에서 핵심적인 경제인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더 나은옵션이 있다면
거래은행 등을 변경할 용
의가 있다

은행을 재정
자문기관으로
신뢰한다

재정 관련
자문을 구할
상대가 없다

은행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는 밀레니얼 세대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1946~64년
생) 인구를 추월하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고객층으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말 밀레니얼
세대 인구(1980~2000년생)가 약 14.7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주: 1)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중 밀레니얼 세대(21-34세)를 대상으로 조사
2) 2016년 기준
자료: Facebook

(%)

80

기존 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

60

털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금융·경제 활동에 익숙하고

40

기존 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지만(<그림 8> 참조)

20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또한, 밀

<일반인>

100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가운데 금
융·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소비·저축 성향 등에서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관심도1)

<그림 9>

<밀레니얼>

매우 관심있음
다소 관심있음

25
36
56

52

48

52
70
49

19

23

2015

2017

28

38

0
2019

2015

2017

2019

주: 1) 전체 응답자중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
자료: Morgan Stanley

9)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The millennial moment-in charts”, FT, 2018.6.6일).
투자(sustainable investing)는 기업 수익성 등 재무적인 요인 이외에 환경, 사회 등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42%가 사
10) 지속가능

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서비스·상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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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 장기화)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주요 산업의 경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쟁력 약화, 투자 위축으로 인한 고용 저하 등으로 잠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저금리·저성장이 장기

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저금리·저

화(<그림 10> 참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인구 고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령화 등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생산

향후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은행 영업여건

성 향상 부진11), 소비·투자 수요 위축 심화, 무역 분

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

쟁 등으로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

금리는 주로 순이자마진 축소를 통해 은행 수익성을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낮추는 데다 저성장도 대출수요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
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그림 11>

<그림 10>

참조)으로 보인다.

국별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
8
- 미국
일본

6

<그림 11>

- 한국
- 독일

국별 금리·은행수익성(ROA)1) 추이

4
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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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

16

19

-2

국별 성장률1) 추이

(%)
9

- 미국
일본

6

- 한국
- 독일

국별 성장률·은행수익성(ROA)1) 추이

3
0

01

04

07

10

13

16

-3
-6

주: 1) 실질 GDP
자료: OEC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 1) □, ○, △는 각각 ‘05년, ’12년, ‘18년
자료: OECD, FDIC, 일본 전국은행협회, 금융기관업무보고서

11) ECB는 선진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초 이후 약 2/3로 둔화되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4명(2015년) → 2명 미만(2050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ECB C. Largarde 총재,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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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이익의 내부유보 감

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13)하고 자본인

소를 통해 자본 축적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은행

정요건을 강화14)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

의 신용공급기능이 위축12)되면서 경제성장도 저하되

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

는 악순환(vicious cycle)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

아울러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

운용 구조 변화를 도모할 경우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조달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15)를 도입하였다.

용이 낮은 예금 유치 경쟁이 높아지고 장기 채권 또는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CD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한편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이자이익 감소를 충당하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기 위한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기준이 완화되는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

가운데 고위험 신용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하고 있다.

유가증권 등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자산 운용 및 판매
관련 수수료(비이자이익) 획득 추구 성향이 증대될 수

<그림 12>

국내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1)

있다.
- 총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개혁)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
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
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

12) Brunnermeier

and Koby(2019)는 은행 수익성 저하가 자기자본비율 하락 및 대출 축소,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임계점인 저금리 수준(Reversal Interest Rate)이 존재함
을 주장하였다.
13) 자기자본비율(8%)

산정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 및 기본 자본을 각각 4.5%, 6% 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14) 비보통주자본의

경우 일정한 사유(trigger point) 발생 시 손실흡수를 위해 상각되거나 자본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자본으로 인정된다.
15) LCR

규제는 은행이 30일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며 NSFR 규제는 장기(1년) 자금 조달 리스크를 감소시키
기 위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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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레버리지비율1)2)3)

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
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
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핀테크 기업이 금
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핀테크 기반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핀테크 기업 관련 규제 완

국내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4)5)

화는 주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오픈뱅킹 체계 구축, 은행 인허가 요건 완화 등으로 구
분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
는 신기술·신산업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영국
은 금융허브로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실험의 장을 제
공하기 위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2015년 10

주: 1) 기말 기준
2)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명목총익스포저
3)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4)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5) 2016년까지는 기말기준, 2017년 이후에는 분기 최종월 평잔 기준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월)하였으며 홍콩, 싱가포르도 핀테크 등의 기술에 대
한 시험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
박스를 채택하였다(2016년).
오픈뱅킹은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제3자(third-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

party)와 공유하도록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

것으로 은행업 인가요건 완화와 더불어 은행산업 경쟁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

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U에서는 고객 동의시 은행

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

등 기존 금융기관이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third-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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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에게 금융정보를

차별화된 모습으로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2018년에 규정16)하였으며 영

현재 각국 은행산업은 다음 3가지 형태의 구조 중 하

국도 2018년에 은행 API를 통한 계좌정보 제공을 골자

나로 진화 중이며 미래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

로 하는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핀테

으로 예상된다.

크 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3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국내 은행 및 핀테

<그림 13>

은행산업 구조 재편 모습

크 기업들이 오픈 API를 통해 자금 이체 및 조회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참고 4> 참조).

2. 세계 각국의 은행산업 구조 재편 모습

기존 대형은행 위주

고객

핀테크 기업·기존
은행 공존, 빅테크 기
업 은행과 경쟁
고객

고객

빅테크

고객

빅테크

고객

빅테크

제휴

고객

대형은행

고객

기존
은행

고객

빅테크
(인터넷 은행)

이와 같은 세계 경제환경 변화는 기존 은행들에게 기
회이자 도전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경제

핀테크

새로운
금융생태계 형성

기존
은행

경쟁

고객

의 확산으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이 은행산업에 진입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참고 5> 참조)되는 측면이 있으

첫 번째는 기존 대형은행이 시장을 점유하고 은행

나 기존 은행이 이를 기회로 하여 자체적인, 또는 협업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구조, 두 번째는 신기술을 갖

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상당한

춘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들이 분업·협업하면서 공

수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유 은행과 경쟁하는 구조, 그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저성장 지속 및 규제 개혁도

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 등이 금융서비스 시장

한편으로는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을 잠식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금융생태계

으나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ecosystem)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새로운 영업모델 개발에 주력하여 수익원을 확보함으로
써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대형은행 위주의 산업구조 지속)

세계 각국 은행산업은 디지털 전환, 영업모델 개발

은행산업은 기존 대형은행이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

등의 과정에서 국별 IT 등 기술 수준, 기존 은행의 시장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을 흡

점유·발전 정도 및 규제 수준 등 제도적 여건에 따라

수 및 도태시키고 현재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16)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및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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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은 이미 폭넓은 고객 기반, 예금 계좌 정보

편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부족한 자본 등을 확충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익 확보가 용이한 데

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규제로 높은 진입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인터

장벽이 존재할 경우 금융시스템내 주도권 유지도 가

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능(<참고 6> 참조)하다. 그러나 오픈뱅킹 시행 등으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인해 은행의 고객 정보 독점력이 약화되고 은행의 기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내 협력과 경

존 IT시스템(legacy system) 유지·변경에 상당한

쟁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보다 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은행 위

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

주의 산업구조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쟁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등에 대한 은행산업

기존 은행 중심의 산업구조는 빅테크 기업 등 비금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핀테

융기관의 은행산업 진입, 기존 은행 및 핀테크 기업

크 기업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

등 간 시스템 연계 등에 따른 신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정도가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을 완화하여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긍정적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신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인 측면이 있다. 반면 기존 고객층 위주의 경영이 지

확산 경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속되면서 해외진출 등 신규 시장 확보에 소극적일 가
능성이 있어 규모·범위의 경제를 통한 일정 수준 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생태계 형성)

상의 수익성 제고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획득한 고
객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디지털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
유 은행과 경쟁)

플랫폼을 통해 예금·대출 등의 은행 영업을 하는 등 은
행산업 구조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금융생태계로 재

기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을 통해

편되는 움직임(<참고 8> 참조)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내에 신

은행의 미발달로 인해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Neobank: 인터

못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보급률 등이 높은 경우 디지털

넷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은행산업 내 공존하는 구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편의성 제고, 고객맞춤형 상품

도 가능(<참고 7> 참조)하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제공 등으로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 전반을 독점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한

여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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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산 분리 등 규제 측면의 제약이
강할 경우 기존 은행의 영업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상황이다.
세계 주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저금리·저성장 하에서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 전반에

플랫폼 기반의 금융생태계가 형성될 경우 실물·금융

걸친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 은행들

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실물부문의

은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컴퓨

금융수요에 최적화되는 효율적인 자금중개가 가능해질

팅, AI 등 IT 기술에 최근 3년간 1조 달러 가량을 투자

수 있다. 반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실물·금융 시장

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성과가 뚜렷한 은행들

을 장악하는 독점 형태의 산업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

은 수익성(ROA)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우월17)한 것으

며 실물·금융 자본간 부실 리스크의 전이, 증폭 등으

로 분석된다.

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예
산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

Ⅲ.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
응 여건 점검

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딘 상황(<그림 14> 참
조)이다. 국내은행 임직원 총인원대비 IT인력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0년 3.4%로 대폭 낮아진 가운

본 장에서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데 2018년 3.8%로 전문인력 증원이 부진하고 IT 관련

응하기 위한 국내은행의 여러 여건들을 다양한 측면에

예산 비중도 최근에 소폭 상승했으나 2005년 10.8%

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다.

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18년 10.6%).
디지털 전환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

1. 디지털 전환 제약

워 투자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며 IT 전문 인력 충원도
외부 인력 채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디지털 전

국내은행이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빠르게 대응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업부분 전반
에 걸쳐 원활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나 아직 미흡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지
고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도 갖추지 못한

17) “Does

digital leadership in banking really matter?”(Accenture, 20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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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4>
(천명)
7

2. 금융혁신 유인 부족

국내은행 IT 인력·예산 추이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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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IT 인력(좌축)
총임직원 대비IT인력비중(우축)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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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

3

2

2

1

1

0

0 0

(%)

- IT 예산(좌축)
총예산대비IT예산비중(우축)

2

14

그간 국내 은행산업은 엄격한 진입규제 하에서 과점
12

구조가 고착화 됨에 따라 저위험·고수익 추구가 가능
한 담보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1

04 06 08 10 12 14 16 18

10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상
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 수
8
04 06 08 10 12 14 16 18

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이 충분치 않은 상
황이다. 아울러 경기 하강시 편중된 자산이 동시에 부

자료: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한국은행, 2019.9월)

실화될 경우 시스템리스크(횡단면 리스크)를 유발할 가
아울러 국내은행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능성도 상존한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구조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이후 시작되었으며 외환위기 직전 32개 은행이 합병 등

18)

국내은행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도 은행 임원 등 경

을 통해 현재 총 19개 은행으로 감소하면서 산업 집중

영진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중장기 전략 수행 등을 통해

도가 상승하였다. 이를 집중도(HHI지수20)) 추이로 살

영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내은행의

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집중도가 낮은 수준(800 이하)에

경우에는 경영진의 임기가 짧아19) 중장기 시계에서 경

서 2002년 이후 집중도가 다소 높은 수준(1000 이상)

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단기적 영업이익 추

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 위주

구(short-termism)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과점구조가 고착화 되

다. 최근 국내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문제도

어 있는 상태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집

수수료 수익을 위한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에 따른 부작

중도(CR21) 기준)가 높은 모습이다.

용으로 볼 수 있다.

18) “은행의 임원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강경훈·배영수, 2018.4월)
19) 시중은행 은행장의 평균 임기는 1.8년으로 미국(5대 금융사 CEO 평균재임기간 5.8년), 일본(4.2년)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내 주요 외국계 은행(SC제일, 씨티
등 6년)과도 차이가 뚜렷(“국내증권업 CEO 재임기간과 성과”, 자본시장연구원, 2018.4월)
20) HHI

지수는 은행별 점유율의 제곱합으로 산출하며, 미 법무부에서는 HHI 1,000~1,800 수준을 ‘다소 집중된(moderately concentrated)’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대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1) CR(Concentration Ratio)은 해당 산업의 생산물 중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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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측면의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경기변동의 진폭도 확

국내 은행산업 집중도 추이 및
국별 은행산업 집중도(CR)1) 현황

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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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요 해외 및 국내 은행 자산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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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9

CR3

CR5

주: 1) 1000대 은행, 2018년 예수금 기준
자료: The B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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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 구조가 과점화되면서 국내은행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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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0

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은행의 자금 조
주요 국내은행 별 자산구성1)

달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금은 주로 예수금(2019
년말 전체 자금조달의 78.2%) 등을 중심으로 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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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예 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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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위주 (전체 자금운용
의 73.9%)로 운용하였다. 반면 Citi, HSBC 등 주
요 해외은행은 대출채권(35.2%~49.4%), 유가증권
(28.8%~45.9%), 현금·예치금(5.7%~17.9%) 등
자산구성이 국내은행에 비해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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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은행 간에도 자산구성이 매우 유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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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영업행태 쏠림현상이 지속

0

있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는 가
운데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동반 부실화될 경우 횡단면

0
국민은행

논고

신한은행

주: 1) 2019년 기준
자료: 국내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각 은행 연차보고서

22) 전체

원화대출금 중 담보대출 비중은 54.8%로 2005년 이후 50%를 상회하는 비중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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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하나은행

주요 해외·국내 은행의 수익구조1)

3. 저금리·저성장 여건 대응여력 제약

국내은행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

100

기되는 가운데 수익 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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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이익 확대도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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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이익

(%)

비이자이익

(%)

100

13.8
36.3

46.4

44.5

60
86.2

40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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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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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성장 대응 전략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
0

0

성이 있다.

Citi

국내은행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총이익대비 이자이
익 비중이 2019년 86.2%로 비이자이익 비중(13.8%)

BOA

Wells Fargo

HSBC

국내은행

주: 1
 )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유가증권, 외환·파생상품, 신탁이익 및 기타영업이
익 포함
자료: 국내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각 은행 연차보고서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 현상은 이자이익 비중이 2005년 90.8%, 2010

수익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상황하에서 저금

년 83.8%로 최근(86.2%)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리 기조 지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고 있는

해외은행(50.1%~63.7%)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데다 국내 자산시장 협소 및 해외진출 제약, 규제 강

상태이다.

화,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출자산 규모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출 증가율은 2009~19년중 평균
5.9%를 기록하여 2004~09년중 11.3%의 절반 수

국내은행의 수익구조1) 추이

<그림 17>

준으로 하락하였고 경제구조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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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이 추세적으로 평탄화되
었다.

0
04

07

10

13

16

19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31

<그림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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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자마진·예대금리차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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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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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부문별 비중1)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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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단순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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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국내 은행 비이자이익 부문별 비중1)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민감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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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및 신탁
5.4

수익보다는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23)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압력 지속24), 금
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신탁수요 위축, 규제

트레이딩(외환·파생및유 가증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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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문인력 부족 등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제약으
40

78.0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을 부
56.3

문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2019년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준에 큰 변화가 없고 주요 해외은행과 비교
하면 Wells Fargo(76.8%), BOA(78.0%) 등에 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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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8.4
20

0

0

Citi

BOA

Wells Fargo

HSBC

국내은행

주: 1
 ) 2019년 기준
자료: 국내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각 은행 연차보고서

해 상당폭 낮은 상황이다.

23) 비이자이익

규모 추이를 보면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관련 이익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2017.4월)에 따른 해외송금·ATM 수수료 인하 경쟁, 대출상품 해약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016.10월) 등으로 수수료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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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은행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 ROA)

Ⅳ.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 및 시사점

은 2019년 0.53%로 이자이익 변동에 따라 등락하
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였던 2017~18년을 제외하고

국내은행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구조

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익성은 외환위기, 신

적 제약 등에 대응하여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용카드 사태(2003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격히

실물 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서비스 산업 확대, 양질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자이익을 중심

의 일자리 제공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긴요한 상황이다.

으로 금리 하락기에 감소하고 상승기에 개선되는 상

이러한 가운데 국내은행은 디지털 전환, 금융혁신 유

황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0.53%)은 주요 해외은

인, 수익 구조 등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은행에 미치지

행(0.30%~1.1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은행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 은행산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

업의 중장기적인 구조 재편 방향 및 은행 경쟁력 제고

도 2005년 1.62%, 2010년 1.35%에 이어 2019년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0.8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1. 국내 은행산업 구조 재편 방향
<그림 20>

(%)
2

수익률(ROA)·구조적 이익률1) 추이 및
주요 해외·국내 은행 수익률1) 현황
ROA
구조적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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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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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현
(%)

1.5

한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

1.14

1.5

1.02

1 0.98

재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1

용도 감안할 필요(<참고 9> 참조)가 있다.
빅테크 기업이 실물거래에서 형성된 빅데이터를 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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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획득하여 AI를 통해 분석·판단한 후 최적화된 금
0.5

융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경우 실물·금융 간 상

0.30.

호 보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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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9년 기준
자료: 국내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각 은행 연차보고서

BOA

Wells HSBC 국내은행
Fargo

기대된다. 이에 비해 빅테크 기업의 산업 독점화 가능
성, 리스크 전이·증폭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빅테
크 기업만으로 은행산업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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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기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유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할 경우 기존 은행

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은행 경쟁력 강화가

은 디지털 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은행 단독으로는 시스템 전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은행의 풍부한 자본력, 고도화

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 비용, 지배 구조의 안정성 등

된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

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차

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세대 은행(Better Bank)으로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

있다. 빅테크 기업은 기존 은행과 상호 경쟁관계를 형

다. 다양한 고객 기대와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디지

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관간 경쟁으로 은행산업 전체

털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핵심 은행시스템의 전면 개

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은행이

편은 막대한 투자액, 시간, 자원 등이 소요25)되는 데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

다 수익성 제고 등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금융기관이 상호

운영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고객정보 및 시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국내 은행
산업 진입규제 수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최소화

템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산업 전반의 잠재리
스크 증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산업은 기존 은행,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인터넷은행 등 포함)이 협력·공존하

2.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해나가는 유기적인 구조가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은행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변
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그림 21>
기존 대형은행 위주
산업구조

핀테크
제휴

대형은행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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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익성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다양화되

새로운 국내은행 산업구조

고객

고객

고객

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

국내 은행산업 구조 재편 방향

고객

빅테크
(인터넷 은행)

전
자
상
거
래
플
랫
폼

고 있는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영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 여력이 높아지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
용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25) 은행

영업시스템은 금융상품에 따라 부문별로 장기간에 걸쳐 구축됨에 따라 개발 시기, 소프트웨어 등이 각기 다른 수십 개의 코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복잡하
고 민첩성·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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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모델 다각화

대해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전
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모델)

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

은행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령층의 세부그룹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30) 및 비금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

융 서비스(Age-friendly banking)를 제공하고 있

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

으며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친화 지점 및 설

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비 설치,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26)

플랫폼을 제공 하고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통해 정

고령층의 편의성과 자산관리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

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27)하고 있

다. 국내은행도 최근 고령층을 위한 종합적인 영업전

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

략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고객

해 은행 디지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함과 동시에

확보 차원에서 자산운용, 노후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28)

점포 방문시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전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 부상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은

국내은행도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발

행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핵심 고객층으로 진입

에 주력29)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영업전략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소속 지주회사

을 구상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

내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

의 세부 그룹별(성별, 거주지, 직업, 소비성향 등) 특

거나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

성에 적합한 상품 등을 개발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

휴를 추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계 및 중소

용하여 은행 선호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대출에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있다. 또한 은행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스마트홈,
푸드테크, 렌탈 등)와 제휴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모델)

함으로써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혜택과 더불어 추가적

인구 고령화 및 밀레니얼 세대 부상에 따른 인구구

인 소비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조 변화에 대해서는 각 세대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높아 자

하고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등 다양화된 성향에 부합

산축적 필요가 높은 가운데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하는 영업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가치투자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이에 적합한 상

26) 미국

USAA는 고객 생애주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주기별 필요한 금융니즈(자동차 금융 등)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싱가포르 DBS는 부동산, 중소
및 벤처 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7) BOA, JP Morgan 등은 Cardlytics(카드연계 마케팅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 중이며 BBVA는 고객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부족시 적기에 대출서
비스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28) Amazon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구상중이다. HSBC는 가상의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상품설명, 질의응답 등 기업고
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BOA는 2017년 비디오 컨퍼런싱, 스크린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무인지점(Advanced Centers)을 설치하였다.
29) 2016.9월 국내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도입된 이후 다수 은행이 자산관리, 신용평가, 트레이딩, 자문 등에 빅데이터 분석, AI 등을 활용하고 있다.
30) 일본 미즈호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해지제한신탁, 유언대용신탁, 역모기지론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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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개발31)할 필요가 있다. 대면거래보다는 디지털

최근 국내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

디바이스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

발 등을 계기로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주력하고

대에게는 각종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방식32)을 제공

있는데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를 활성화할 필요

해야 할 것이다.

가 있다. 특히 기존 은행 인프라가 미발달한 동남아지
역의 경우 국내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모

(해외 진출 모델)

바일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

국내은행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지속적인 수

으로 현지에 진출한다면 현재까지 현지화의 걸림돌로

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

작용한 언어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다. 국내은행은 해외진출 초기에 현지에서 영업 중

아울러 진출국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제

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주력하였으나

휴35)도 단기간에 현지화를 이룰 수 있는 영업전략인

진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 확대 등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시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
내은행 해외점포 자산규모 비중(2018년말 총자산대

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 5.1%)이나 당기순이익 비중(2018년중 총이익대
비 8.0%)은 아직 충분치 못한 수준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해외 주요은행들은 1990년대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이를 수행할

성장한계를 인식하고 동유럽, 중남미 등 지역시장 개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 경영층의 일관되고 확

방에 따라 해외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초

고한 의지 등이 필요하다.

기에는 인접 국가에 진출했으나 이후 성장가능성, 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대형은행들이 디지털

입장벽, 경쟁정도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해당

전환의 중요성을 초기에 인식하고 이에 상당한 자금을

국 여건에 맞는 영업전략을 구사33)하고 있다. 해외 진

투입36)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여건

출시 적극적인 현지화를 위해 진출국 대형은행과의

상 해외 대형은행 수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데

M&A로 단기간에 규모를 확대하고 영업모델도 대폭

에는 제약이 있어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도 고려

34)

개선 하였다.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에 설치한 디지털 관련 인
프라(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관련 앱 등)를 고객 편의

31) 해외

은행들은 경영진내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 주식을 사는 상품(SHE ETF), 워라벨로 유명한 기업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 밀레니얼 세대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 중이다.
32) 미국

Citizen Bank는 디지털 뱅킹(Citizen Access) 플랫폼을 제공하고 고금리 당좌계좌 및 예금상품, 수수료 무상 서비스 등의 혜택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 고객 확대에 성
공하였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7월).
33) 호주

ANZ는 인접국인 뉴질랜드를 핵심진출국으로 정하여 영업을 확대해오다 영국 RBS의 아시아 점포망을 인수하면서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로 영업네트워크를 확
대하였으며 성장성과 진출 용이성 등을 고려해 독자 진출 또는 제휴 등의 영업전략을 적용하였다.
34) 일본계

은행들은 해외 진출시 풀뱅킹(full-banking) 전략을 구사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 대형은행에 50% 이상 출자하고 일본 내 영업조직, 상품라인업 등 영업모
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등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다.
35) 국내은행들은

현지 은행에 적합한 개인신용평가모형(AI 및 러닝머신 활용) 제공, 결제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AI 활용 부동산대출 플랫폼 제공, 현지 금융거래 플랫폼과의 제휴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 중이다.
36)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BBVA 은행의 경우 신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25억유로 이상의 자금이 소요됐으며 LBG(Lloyds Banking Group)도 2018~20년중 디지
털 전환에 30억파운드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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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성 기준에서 재점검하고 활용도를 최대화하여야 한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같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과제는 경영진의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인 만

부터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고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

큼 경영진의 임기를 늘려 중장기 계획하에 은행발전을

요한 부문을 선택·집중하여 추진하되 이로 인한 영업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은행 경영진의 재임을 위한 평가

성과 향상 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

시 1~2년간의 자산규모, 당기순이익 등 단기적인 성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대형은행들이 적

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과를 낼

극적으로 조직구조를 전환하고 인력 양성 및 채용 노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력을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

예를 들어 경영진이 제시한 은행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환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전담 부서

추진 의지, 해당 은행 우수 고객의 경영진에 대한 평

를 신설37)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직

가 등을 주요 심사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디지털 직군을 신설하는 등으로

을 것이다.

대응하고 있다. 인력 채용은 디지털 전문인력을 채용
이전에 모집하여 집중 교육 후 소수 인원을 선발38)하거

3. 시사점

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공개경쟁 등을 통해 글로벌 인
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인력 양성은 주로 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의 발전

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교육 아카데미 등을 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영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은행들도 최근 활발하게 추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은행산

진하고 있다.

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

기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간 경쟁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

등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제휴·협력 또는 인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39)해야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Barclays, Goldman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은행산업 구

Sachs, Citi 등 해외 주요은행들은 단기간에 디지털

조 재편 과정에서 수반될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경제

전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 사업 제휴를 넘어 인수,
지분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37) DBS는

1만여명의 IT 및 영업인력 부서를 운영 중이며 LBG는 디지털 직군(digital job family)을 신설하고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유휴 인력 최소
화, 빅테크·핀테크 기업으로의 이직 활성화 효과 등을 발휘하고 있다.
38) LBS는 디지털 대학원 과정(Digital Graduate Stream)을 도입하여 대학 졸업생(2015년 1,000명 이상)을 교육하고 소수 인원(30명 가량)을 선발한 바 있다.
39)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정책당국이 금융혁신 가속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축적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여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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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경쟁 등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야 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은행 진입이 은행산업 안

세계 주요국 규제당국은 은행산업내 경쟁을 촉진하

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42)하면서 규제 완화

여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
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

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산업내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잠

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재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은행산업

40)

추세 이다.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혁신을 주

진입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로 기존 은행의 경영 건전

도해나가는 지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성 저하 우려가 있으며 시장 독점 및 대마불사(too-

적으로 허용(홍콩 8개 인가, 싱가포르 5개 인가 중)하

big-to-fail) 문제도 우려된다. 아울러 경기 하강기

는 등 은행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에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방식이 기존

국내에서도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인터

은행의 관계기반 평가방식에 비해 보다 급격하게 신용

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설립을 인가하여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 기업은 중·저

영업 중이다. 아울러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평가이력(record) 미비로

추가로 인가(토스뱅크)하였으며 향후 금융업 인허가

인한 불완전한 신용평가체계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증

단위를 세분화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가하고 AI 기반의 알고리즘 거래가 쏠림현상을 심화

검토 중이다.

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은행의 IT 의존도가

그 동안 국내 은행산업은 집중도가 높고 과점체제가

심화되면서 사이버 공격 또는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고착화되고 있어 진입규제 완화는 은행간 경쟁촉진,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제3자 서비스(클라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등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우드 서비스 등) 제공기관 활용이 소수 기관에 집중될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등 문제 발생 시 전체 금융시스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상호 협력·제휴에

템 안정성이 우려43)된다.

대한 규제41), 영업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규제 등도 완

새로운 잠재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제당국

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은

은 이를 적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행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기관으로서 신

있다.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뢰도가 핵심인 데다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통해 수집하고 이를 매트릭스 형태로 체계화하여 상

40) 영국은

2013.3월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2016.11월 시작한 규제 완화 논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은행법내에서 금융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2019.1월 light banking license를 도입한 바 있다.
41) 금융위는

2019.9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범위 등을 확대하였다.
42) 바젤Ⅲ

적용시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43)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상위 4개 업체(Amazon, Microsoft, IBM, Google)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며 시장 데이터 서비스도 소수 업체
(Bloomberg, Thomson Reuters 등)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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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빅테

연수기관, 대학교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협

크 및 핀테크 기업은 아직 발달 초기단계인 만큼 다

력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

양한 관련 정보가 급속히 축적되고 있어 규제당국 및

르 정책당국(MAS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산업 인

중앙은행은 BCBS, FSB 등 글로벌 기준 제정기구

력육성 플랫폼47)(SkillsFuture)은 국내에서 참고할

의 실무그룹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최근 동향, 각

만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기존 은행 직원들에게 디지

국 사례 등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털 전환을 대비하고 핀테크 기업 등에 원활하게 이직

머신러닝(ML),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T 기술을 은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44)

행 규제·감독 업무에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

(Suptech)할 필요가 있다.

(은행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부담 최소화)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은행 수익성 제고가
관건인 가운데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은행 영업경쟁
력 강화는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도 수
반되게 된다. 현재 인력 구조조정은 주로 해외 주요
은행45)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
다. 다만 동 과정에서 금융업권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
라지고 고용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에 대한 큰 부담으
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은행 인력은 장기간의
근무 경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한 고급 인력인 만
큼 인적자본의 상당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 고용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핀테
크 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직원 재교육 및 이직 등
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 여부
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46). 특히 은행 직원 재교
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 금융권

44) 국내에서는

규제당국이 최근 금융사기 방지, 금융상품 약관 심사 등에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45) 독일 도이체방크는 2019.7월 임직원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2만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HSBC는 2019.10월 최대 1만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 금융권도
인력 구조조정 중이다.
46)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금융위, 2019.11월)
47) MAS는 중장기 금융산업전환 로드맵(Financial Service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마련하고 은행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첨단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업무역
량을 확충시킬 수 있는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디지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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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potential in financial services”

<참고 1>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전자결제 플랫폼(알리페이, 페이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페이스 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서비스 플랫폼
(우버, 에어비앤비, 아이튠즈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 페이팔 등)

디
지
털
플
랫
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상품 전자상거래
(아마존, 알리바바 등)

(폼겟미펀드, 킥스타터 등)
서비스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 교통(우버, 그랩 등)
▶ 여행(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 대출서비스(렌딩클럽, 조파 등)
▶ 엔터테인먼트(이이튠즈, 넷플릭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앱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 클라우드서비스(알리바바, 아마존 등)

자료: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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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내외 빅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금
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제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Alibaba/
AntFinancial
(중국)

신흥국
Tencent/
Webank
(중국)

주요 사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요 사업
수익 비중

미국
Samsung
(한국)

Apple

Amazon

Face
book

메신저
서비스

전자기기
판매

전자기기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미디어
광고

88%

65%

-

84%

70%

95%

지급 결제

AliPay

Tenpay

Samsung
Pay

Apple
Pay

Amazon
Pay

Messenger
Pay

대출

MYBank

WeBank

-

-

Amazon
Lending

Pilot

자산관리

Yu’e Bao

LiCaiTong

-

-

-

-

보험

Xiang
Hu Bao

Shuidihuzhu

-

Amazon
Protect

-

-

주: 금융서비스중 적색테두리는 전통적 금융네트워크 밖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검정테두리는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한 경우
자료: ‘Bigtech in finance’(FSB, 2019)

②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기존사업: 스마트폰 제조), 카카오(메신저), 네이버(검색포탈) 등이 빅테크 기업으로 부
각되고 있으며 각 영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비중은 각각 65% 및 43%를 차지
(여수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
* 네이버는 2019.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금, 대출, 금융상품 판매 등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추진

(자산관리·증권업)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중개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간접
적으로 증권업 진출도 추진 중*
*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중에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와 5,000억원 규모의 상호투자계약을 체결

(보험) 제3기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여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
* 카카오페이는 보험사 인바이유를 인수하여 여행자보험을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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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내외 핀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며 결
제 및 송금 부문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 보험업 부문도 최근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추이
140

핀테크 산업별 투자 추이
(건)

(십억달러 )
투자금액(좌축)

투자건수(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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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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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tchbook, KPMG

국별 핀테크 서비스 보급률
(%)
80
69

(십억달러)

2017 2018

자료: Pitchbook, KPMG

중국

영국

호주

미국

한국

주: 1) 2017년 기준
자료: Ernst&Young

싱가
포르

일본

② 국내 동향
국내 핀테크 기업은 2017년말 300여개사*에 달하며 P2P, 지급결제, 금융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블록체인·암호자산, 보안·인증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지급결제(55개, 19.1%), P2P(55개, 19.1%), 금융 플랫폼(42개, 14.6%), 보안·인증(32개, 11.1%), 로보어드바이저(29개, 10.1%), 블록체인·암호자산(20개,
6.9%), 크라우드 펀딩(14개, 4.9%) 등

(지급결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2015.3월) 되면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
용이 크게 확산*
* 2019년

상반기중 간편결제 규모(일평균)는 2016년에 비해 6배, 간편송금은 28배 증가

(대출) P2P금융 대출 규모는 2019.6월말 누적대출액 5.1조원, 대출잔액 1.4조원으로, 2년 만에 누적대출
액 기준 5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나 금융부문내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최근 P2P 금융법이 제정
(2019.11월)됨에 따라 향후 P2P 금융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P2P 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9.6월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 대비 P2P대출 잔액 비중 : 0.2%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금액

(십억원)

P2P금융 누적대출액 및 대출잔액

300
250
간편결제
간편송금

2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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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16.1/4

3/4

자료: 한국은행

17.1/4

3/4

18.1/4

3/4

19.1/4

3/4
자료: 한국P2P 금융협회, 마켓 플레이스금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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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국내 오픈뱅킹 도입 현황
금융위원회는 고객 위주의 결제서비스 촉진을 위해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오픈뱅킹 도입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발표(2019.2.25일)하였다.

(오픈뱅킹 구축: 1단계) 모든 핀테크 기업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은
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개편·구축하여 2019.12월말 본격 실시
(오픈뱅킹 법제도화: 2단계) 금융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3단계) 일정 자격을 갖춘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여
독자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참고 5>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과의 관계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경쟁, 제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금융기관의 상품을 단순 중개한다.

(경쟁)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자체 온라인 은행 설립, 보험상품 제공 등 직접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이는 금융시스템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신흥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두드러짐)
(제휴) 기존 은행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존 은행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게 금융서비스 인프라와 자금을 제
공**
* 클라우드 컴퓨팅,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등
** 빅테크 기업은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시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은행과 제휴를 통해 빅테크 기업 브랜드의 신
용카드 (예: 골드만삭스와 제휴 하에 애플카드 발행)를 발급

(중개)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통채널 역할을 하거나 여타 업체의 금융상품을 판매(자산 관리 서비
스 부문에서 이와 같은 행태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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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주요국 사례
독일의 경우 기존 은행 중심의 은행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고객 선호, 보안 우려 등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S&P Global Ratings, 2019년)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은행 등이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
어 분포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는 데다 고령인구 비중(2015년 기준 21.0%)도 높아 디지털 뱅킹에 대한 고
객 선호도가 낮은 편* 이다. 이에 따라 독일내 핀테크 산업 규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작고**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 장벽 등의 이유로 은행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오프라인 거래시 현금결제 선호 비중(47.5%, 2017년)이 가장 높고 온라인 뱅킹 이용비중(약 60%, 2017년)이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분데스방크, EC 조사 결과)
** 글로벌 벤처캐피탈중 1.7% 가량이 독일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S&P, 2019년)

<참고 7>

주요국 사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기존 은행의 은행산업 장악력이 큰 가운데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서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경쟁 과정을 거쳐 제휴 등을 통해 상호 장점을 취하면서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주요 은행들은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북미, 유럽 및 아태지역 등의 주요 은행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자체 상품 개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다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EY, 2017년)
*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제휴 비중(2017년 조사): 북미(46.0%), 유럽(50.9%), 아태(57.3%)

<참고 8>

주요국 사례
중국 등은 미성숙한 기존 은행 영업기반, 완화적인 규제수준, 빠른 속도의 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
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형성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높은 모바일 보급률을 바탕으로 인터넷 4대 기업(Baidu, Alibaba, Tencent, JD.com)이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비자금융,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새로운 모습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Alibaba의 금융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방대한 고객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강점으로 하여 상당
한 규모의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급결제
Alipay
(연 이용자수 5.2억명)
PayPal
(활동 이용자수 2억명)

자산관리
Ant Fortune
(누적이용자수3.3억명,
활동이용자당
AUM 연증가율 17%)
Charles Schwab
(활동이용자수 10백만명)

파이낸싱
Ant Check Later
Ant Micro Loans
(연 이용자수 1억명)

보험

신용평가

연 이용자수 3.92억명,
이용자당 보험납입료
연증가율 17%

Sesame Credit
(활동이용자수 2.57억명
연 증가율 95%)

China Merchants Bank Ping An
(유통신용 카드수 46백만개) (활동이용자수 1.3억명)

자료: 금융투자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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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빅테크 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점
중국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이 은행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P2P 업체를 통한 대출 규모가
급증하였다. 최근 들어 대다수 업체들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대출업계 전반의 경
영 건전성이 저하되고 동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증폭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금융부
문 리스크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 P2P 대출업체 대출잔액
월간 차입자 수(백만 명)
월간 투자자 수(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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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2P 대출업체 운영 및 부실 플랫폼
운영 플랫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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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nline Lending House

48

논고

2016

2017

2018

0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