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金融의 發達과 銀行産業의 未來

申 民 容*
金融業은 다량의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情報集約産業이므로 정보처리 및 정보
전달기술의 발전이 그대로 금융업에 적용되어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전자화, 즉
전자금융을 급격히 진전시켜 왔다. 이러한 電子金融의 발전은 향후 IC칩카드,
암호화 기술 및 컴퓨터기능의 다양화와 인터넷 관련 기술 등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電子貨幣의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뱅킹이 활성
화되고 은행업무내용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금융EDI가 주요 업무로 부상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 결과 銀行産業의 未來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은행의 중심기능이 종래의 금융중개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기능 위주에서
금융거래에 수반하는 다양한 情報를 管理하는 정보서비스산업으로 변모하고, 은
행의 금융서비스 제공경로의 다양화 및 가상은행 서비스 등으로 銀行店鋪의 역
할이 크게 감소하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情報通信業體 등이 지급결제서
비스와 관련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결제 서비스 분야에서의
銀行의 獨占的 地位가 약화되고, 은행의 경쟁력이 전자금융 서비스의 질과 가격
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金融市場의 寡占化가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한 우리 은행들의 長期的인 對應方向으로는 첫째, 전자금
융시대에 은행의 경쟁상 이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객에 관한 정보와 함께 顧客을 위한 情報를 積極 開發 活用해야 하며, 둘째,
각종 전자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은행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Direct Banking으
로 營業戰略을 전환하고, 셋째, 전자금융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나가되 필요한 경우 外部機關과의 提携(Out-sourcing)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넷째, 전자금융을 업무자동화 및 비용절감차원이 아닌 經營戰略
的인 문제로 인식하고 전략기획부문과 전산시스템 부문을 통합 조정하는 등 組
織을 整備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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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우리나라의 金融機關들은 60년대 후반부터 사무자동화 차원의 業務電
算化를 추진한 이래 70년대에는 영업점간 온라인망 구축을 추진하였고, 80
년대에 들어 CD/ATM,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銀行共同網을 구축
함으로써 電子金融의 초기단계에 진입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다양한 펌뱅킹, 홈뱅킹
수단을 개발하고, 電子貨幣의 도입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電子金融時代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電子金融의 발전은 은행산업 내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수반하고
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은행서비스의 내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은
행간의 競爭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외부적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난 情報通
信會社들이 전자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銀行
들은 한편으로는 이들 기관의 기술력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業務領
域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이들 기관과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있다.
또한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電子金融 서비스의 개발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는 외국 기관들이 金融市場 開放을 계기로 국내시장에 본격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형편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점포 없는 은행의 출현과 電子商去來
의 확산 등 최근에 급진전하고 있는 電子金融의 발전추이를 살펴볼 때, 銀行産
業의 未來는 종전의 은행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산업으
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은행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戰略을 세워야 할 것
이다.

Ⅱ. 電子金融의 發達 背景
1. 情報通信技術의 發展
電子金融이란 금융기관이 전자화된 매체에 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金融의 電子化라고 볼 수 있는데 金融業은 다량의 금융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情報集約産業이므로 정보의 처리 및 전달기술의 발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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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에 적용되어 금융의 전자화를 진전시켜 오고 있다.
최근들어 情報通信技術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통신기술, 즉 정보전달기술을 보면 위성통신 등을 이용한 有․無線通信의 發達,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資料의 迅速한 交換, 유선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超
高速情報通信網의 구축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보서비스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신속하게 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情報處理技術로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컴퓨터 기능이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
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電子金融과 관련된 컴퓨터 기술로는 IC(Integrated
Circuit)칩1), 暗號化技術, 假想化技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컴퓨터의 超輕量化
에 기여한 IC칩은 지금까지 카드에 널리 사용되어 온 자기띠(Magnetic Stripe)처
럼 플라스틱 카드에 장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난 35년 이상 각종 카드에 사용
되어 온 자기띠를 향후 10년 내에 거의 모두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기띠는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기술이지만 극소의 情報量만을 저장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가 쉽게 복제될 수 있는 등 결정적인 결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에 비해 IC칩은 情報記憶容量이 자기띠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초의 Apple
Ⅱ 컴퓨터에 내장된 중앙처리장치(CPU) 만큼이나 우수한 연산능력을 갖추고 있
는 반면 비용은 개당 2～10달러에 불과하다.
暗號化技術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安全性을 확보하여 혁
신적인 전자금융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관건이다. 그동안 각종 용도에 사용되어
온 자기띠 카드는 그 低廉․便利性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쉬워 不法 僞造카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社會的 費用을 초래하고 있다2). 따라서 정보의 위변
조를 막기위한 暗號化技術은 IC카드 뿐만 아니라 공중통신망상에서 교환되는 정
보에도 적용됨으로써 금융거래의 安全性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전자금융의 발전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또한 컴퓨터 기술에 있어 假想化(Virtualization)라는 가상현실기법은 컴퓨터 화
면에 은행점포의 모습 등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새로운 電子金融 서비스에 대한
일반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PC를 통한 홈뱅킹(Home Banking)
1) IC칩이 장착된 IC카드를 일명 스마트카드라고도 부르며 첫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확보 수단, 둘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수단 및 정보의 암호화 도구, 셋째, 대량의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수단 등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2) 현재 카드사기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에서만도 연간 약 5억달러에 달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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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급된 지 비교적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
는 이유 중 하나로 컴퓨터에 대한 고객의 저항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假想化
는 고객의 저항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銀行業 內․外部로부터의 壓力
電子金融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은행업의
내․외부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은행산업 내부로
부터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競爭力을 提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情報通信技術의 發達을 경험
하는 은행 고객들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그러한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도 전자금융의 추진이 불가피해졌다.3)
한편 은행산업 외부에서도 非銀行機關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
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게
되어 은행들은 이들로부터도 전자금융의 開發壓力을 받고 있다.4) 이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어느 면에서는 정보통신회사나 유통회사 등이
技術力과 당국의 規制 측면에서 은행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지급결제
수단 등 전자화된 금융서비스가 은행 외부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로 미국의 First Virtual사 및 CyberCash사, 네델란드의 DigiCash사 등은 신용카
드 또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支給決濟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고유기능
으로 갖고 있는 지급결제기능의 상당부분을 비은행기관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3)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는 서비스에의 접근, 접근수단의
자유로운 선택, 사용상 편의성과 기록의 정확성, 안전성과 개인비밀의 보호, 실시각 거래 등임
4) 정보통신회사나 유통회사 등의 금융업 참여사례로는 American Online사, Intuit사, Microsoft사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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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재 가동중인 電子商去來 支給決濟手段 實例

1) First Virtual사
ㅇ’95. 10월에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거래 개시
ㅇ결제방법 : 신용카드를 이용하되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네
트워크 상에서는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음
ㅇ이용방법
․상품 구입자는 E-Mail을 통해 자신의 ID번호를 등록하여 계정 설정
․설정된 계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로 통보
ㅇ판매상품 : 비즈니스, 건강, S/W, 뉴스레터, 조사보고서, 음악, 비디오 등 약 250
여개의 품목
ㅇ판매회사 : 약 30개
2) CyberCash사
ㅇCyberCash사는 Internet Payment Service에 의해 소비자, 판매자, 은행에게 안전하고
간단한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가능하게 함
ㅇ결제방법 : 기존 은행 예금계좌에의 접속에 의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거래 및 결제가
실시각으로 이루어지게 함
ㅇ’95년말 현재 동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 : Wells Fargo은행 등 미국의 11개 은행
ㅇ판매회사 : 9개사
3) DigiCash사
ㅇDigiCash사는 Ecash라는 전자화폐에 의해 인터넷상에서의 안전한 지급방법 개발
ㅇ’95. 10월부터 Mark Twain Bank가 이 방법에 의해 Ecash를 발행하기 시작
․판매회사 약 20여개
ㅇ’96. 3월부터 핀란드의 EuNet사도 Ecash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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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電子金融의 發展段階와 展望
지금까지의 전자금융의 발전은 각국의 經濟狀況과 支給決濟慣行 등에 따라 다
소의 차이는 있지만 <참고2>와 같이 대략 4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현재
先進國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은행업무의 자동화와 금융네트워크의 구축 등 2단계
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이 단계에서의 주요 발전 내용은 CD/ATM을 이용한 無人
店鋪의 확충, PC 및 전화기를 이용한 Firm/Home Banking 서비스 제공 등 對顧客 接點
의 다양화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세계적 사용, 中央銀行 巨額決濟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은행의 전자금융 발전은 현금사용과 장표사용 비중을 줄
이고 電子支給決濟手段의 이용을 증가시켜 인력감축, 생산성향상 및 새로운 顧客 창출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각국이 電子貨幣의 도입을 추진하고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뱅킹(Cyber
Banking) 내지 가상은행(Virtual Bnking)5)의 운영 및 電子商去來를 위한 지급결
제수단의 제공 등을 시험하고 있는 3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
電子貨幣는 현재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전세계 40여개국에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의 Mondex처럼 개인간 자유로운 가치이전을 허용하는 開放型(open
loop)과 개인간 가치이전을 금하는 閉鎖型(closed loop)인 벨기에의 Proton이 대표
적이며,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는 네델란드의
Digicash사가 개발한 Ecash가 일부 은행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덴마크,
네델란드, 핀란드, 독일 등이 전자화폐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정비를 추진하는 등 점차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전자화폐는 암화화기술 등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
트워크형 전자화폐가 곧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칩을 이용한 카드형
電子貨幣는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결합하여 多技能카드의 형태로 사용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세계 3대 신용카드회사들인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6)가 자체개발 또는 기술제휴 등을 통해 전자화폐와 신용카드
5) Cyber Banking은 고객의 PC와 연결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운영방식을 총칭하며
Virtual Banking은 은행의 물리적인 점포가 없이 은행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시스템을 일컫는
데 현실적으로 두 개념은 거의 동일함
6) VISA사는 자사가 개발한 전자화폐인 VisaCash를 시험운영중이고, MasterCard사는 Mondex
International을 인수하였으며, American Express사는 벨기에의 Banksys와 전자화폐 Proton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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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電子金融의 發展段階
구 분

내
용
 저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행내 점포의 on-line
On-Line화 화를 완료
1단계 자행
및 업무자동화 ․CD/ATM기의 도입 및 지로, 어음․수표 등 장표
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창구업무 축소
금융기관간 및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금융공동망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
․금융공동망서비스 : CD, 자동응답서비스(ARS), 타행
환, 자금관리서비스(CMS) 등
2단계 금융네트워크
구축
․PC․전화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 Home/
Firm Banking 등
․카드를 이용한 상거래 대금 결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전자화폐가 보급되어 지급수단의 획기적 전환 초래 예상
화폐의
전자화
및
3단계 은행의 무점포화 - 금융업무가 현실공간을 초월하여 공중통신망 속의 가상공
간에서 수행됨으로써 무점포은행 탄생

기업의 거래정보와 은행의 지급결제정보를 모두 전자화
하여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기업과 은행간은 물론 기업
과 기업간의 모든 정보교환을 전자적으로 가능케 하
는 금융EDI 실용화 예상
․은행이 결제시스템의 중추기관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적극 진출할 경우 막대한 양의 정보
Database 구축이 가능해져 정보처리산업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4단계 금융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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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하려 하고 있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들도 자체개발 또는
기술제휴에 의해 전자화폐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어서 전자화폐의 세계적 사용
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假想銀行의 운영은 은행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의 無店鋪化를 촉
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PC보급의 확대와 인터넷 이용의 증대 등에 따라 電子
商去來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인터넷 상의 지급결제수단
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는 가상은행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은행산업을 전자상거래
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앞으로 전자상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
VISA사와 MasterCard사가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만든 규약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의 내용중에 소비자와 판매자
의 신용을 인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들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는 중심
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인터넷 구매
총 지출중 구성비
거래 건수

자료 : Killen & Associates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1995년(추정)
2억달러
‥
‥

2000년(예상)
6,000억달러
7.5%
70억건

네트워크 상에서의 금융거래와 상거래가 확산되면 <그림1>의 점선안에 있는
모든 정보, 즉 商去來와 金融去來 관련 정보흐름을 전자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
리할 수 있는 금융EDI7) 업무를 중점 추진하는 은행들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7) EDI는 기업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 처리함으로써 각
종 서류작성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인데, 동 정보처리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지급결제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키는
방식을 금융EDI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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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EDI는 외국에서도 아직은 은행보다 특정 기업이 개발하여 관련기업간 이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8) 현재 미국에서 금융EDI를 이용하는 기업은 약 4만개에 불과
하나, 은행들이 EDI서비스를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제공할 경우 앞으로는 企業 銀行
去來의 주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金融 EDI

판매기업 ←

↑

①발주
②납품 및 청구

⑦입금통지
상거래정보

→ 구매기업
↑

④출금통지

↓

③지급지시
(결제자료)
상거래정보

↓

결제정보 중계센타 ← ⑤결제정보 거래은행
거래은행 ← ⑥상거래정보
상거래정보

<참고 2>

우리나라의 PC 普及 및 利用現況

― 우리나라의 PC보급 대수는 ’95년말 현재 6백만대로 인구 100명당 13.4대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PC 보급현황
PC보급대수(천대)
인
구(천명)
인구100명당
보 급 대 수 (대 )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92말
2,800
43,663
6.4

’93말
3,654
44,056
8.3

’94말
4,501
44,453
10.1

’95말
6,000
44,853
13.4

―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인구 20 ～ 60세 까지의 성인남녀중 PC를 이용할 수
8) General Electric사가 GEIS(General Electric Information Service)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EDI의
경우 세계 35개국의 3만여 업체가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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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의 비율은 60%이며 인터넷을 직접 써본 사람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자료 : 리서치파워. 서울신문, ’96.11.2)
― ’96. 11월말 현재 PC통신 총 가입자수는 170만명임(정보통신부)
ㅇPC통신(천리안) 이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45.0%, 30대 29.5%, 40대가
19.7%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연령층인 30～50대의 PC
통신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PC통신(천리안) 이용현황
(’96. 2월말 현재)

구 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료 : 천리안

분

포
0.1
45.0
29.5
19.7
5.0
0.7

(%)
누 계
0.1
45.1
74.6
94.3
99.3
100.0

Ⅳ. 銀行産業의 未來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전자금융의 발전은 銀行業의 本質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은행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심대한
격차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1. 정보서비스산업으로의 銀行機能 變化
은행은 전통적인 업무인 金融仲介와 支給決濟機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나9), 현재까지 은행은 이러한 정보를 자료(Data)로만
관리해 왔을 뿐 이를 고도화된 情報(Imformation)로 재생산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은행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입․출금 및 자금포지션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유
가증권투자 및 국제금융거래를 수행하며 고객의 신용도를 확인․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
보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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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의 전자금융이 더욱 발전하면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경쟁의 대상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의 개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 은행의 情報
處理機能이 대폭 강화되고, 情報 生産者로서의 기능이 은행영업의 핵심이 되는 등
銀行의 情報産業化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은행은 情報管理를 통
해 특정고객의 특수한 金融需要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품의 성격 및 금리 등에
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영업기
회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에 대하여는 제품의 시장성, 원자재
조달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資産․負債 綜合管理에 필요한 헤지
수단, 기업인수에 필요한 意思決定資料 등 고도화된 정보의 공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은행이 金融EDI 영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기업의 거래활동에 수반
되는 많은 정보가 은행에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은행의
情報産業化는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범위한 고객관계 및 은행점포와
유사한 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流通業者나 기술력에서 앞선 情報通信業者 등이
정보서비스 제공에서 은행과 경쟁할 수도 있으나, 情報와 決濟機能을 함께 가지
고 있는 銀行이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銀行業務의 中心이 정
보서비스제공 기능으로 옮겨져 장기적으로는 金融産業의 本質까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2. 店鋪運營 形態의 變化
電子金融의 확산으로 은행거래가 점포의 물리적 지원없이도 가능해짐에 따
라 店鋪의 役割이 급격히 감소하고 PC, 유선전화, ATM 등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
는 한편 무선전화, TV, 개인용 ATM, ALM(Automated Loan Machine) 등으로
On-line 顧客接點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10).
10) 무선전화 : 무선전화와 금융기관의 주전산기를 접속하여 대부분의 금융거래와 전자화폐를
이용한 입․출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TV : 쌍방향 TV나 인터넷 TV에 금융거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자금융 매체의 획기적인
확충이 가능
개인용 ATM : 개인용 ATM을 금융기관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카드를 사용하여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도
고객들에게 제공
ALM : 종전의 ATM기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여 대출기능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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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美國 ABA의 電子金融 實態調査 結果
ㅇ’95년중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 은행거래중 전화, PC, ATM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비중이 전체의 45%를 점하며 ’98년에는 동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조사대상 은행(미국 40개 은행, 캐나다 14개 은행)들의 ’95년중 전자금융 관련
투자가 총 187억불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은행의 93%가 ’98년까지
새로운 On-line Banking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응답
ㅇ한편 전자금융에 성공적인 미국의 일부 대형은행의 경우 고객의 70%가 Phone
Banking, Home Banking, 가상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가
ATM을, 나머지 15%만이 점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나 전화기를 사용한
은행거래가 ATM을 처음 이용할 때보다 고객들의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평가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십명이 근무하는 점포는 거의 사라지고 다수의 無人
店鋪와 In-store branch11) 등 소규모 점포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가상화기법,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가상은행 서비스를 통해 장소․시간의
제약없이 보다 다양하고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無店鋪銀行도 다수 탄생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점포없이 가상은행 전업
으로 설립된 Security First Network Bank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Ecash)를 도
입하여 가상은행의 업무를 운영하는 Mark Twain Bank가 대표적인 가상은행
운영 예이다.12)
11) In-store branch는 최근 미국의 Wells Fargo, BankAmerica, Union Bank, NationsBank 등이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슈퍼마켙 등에 설치한 인원 3-4명 규모의 소형점포로 ’95년말 현재
미국에 3000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2000년에는 7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은행의
점포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고객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어 신규고객 창출의 기회가 되며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유통업체와 공동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등의 잇점이 있음(미국, Retail Banker
International, ’96. 2.)
12) 가상은행 운영현황
Security First Network Bank
Mark Twain Bank
영 업
’95. 10. 연중무휴(가상은행 전업) ’95. 11. 연중무휴
안전대책 Netscape의 암호화기법
Ecash 소프트웨어의 암호화기법
전자화폐 사용안함
Ecash사용
계좌개설 개인수표 송부 또는 전신환 입금 좌동
고객은 Ecash소프트
계좌개설 고객은 인터넷상의 계좌개설
웨어를
사용하여
입․출금, 잔액
거래방법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잔액 조회, 계좌이체, 예금
전자상거래
대금
조회, 계좌이체 등의 업무 가능 지급 등의 업무 가능
화상모드 은행 로비화면
Ecash 소프트웨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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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電子決濟手段의 擴散과 銀行의 決濟業務 獨占性 弱化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를 포함하는 각종 전자결제수단이 더욱 확산되어 금
융거래가 대부분 전자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情報通信業의 發達은 비은행기관
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구매시점에서 대면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
표우송, 자금이체, 공중통신망상 신용카드 사용 등 여러가지 형태의 遠隔地 支給決
濟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업체 등이 이러한 원격지 지급결제를 안전하
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각종 附加價値通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4>

非銀行機關의 金融業 參與 例

1. CheckFree사(미국)
― 고객이 물품․용역 구매시 동사의 수표발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급내역을
동사에 전송하면, 동사는 고객을 위하여 수표발행을 대행함으로써 고객의 수표발행
및 우송에 따른 번잡 해소 및 우송료 등 비용절감 도모
ㅇ동사가 발행한 수표는 기존의 수표교환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됨
2. Intuit사
―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Intuit사는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고객들에게
은행접속, 계좌잔액조회, 계좌이체, 거래기록 관리 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ㅇ’95년초 개인용 금융소프트웨어(Quicken)를 선보인 이후 American Express 등 17개
은행과 제휴하여 6개월만에 7백만의 고객을 확보
― Microsoft사가 동사를 인수하여 네트워크형 전자화폐(VisaCash) 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자산관리는 물론 지급결제 기능까지 보유할 계획임
3. 기 타
― First Virtual사 및 CyberCash사는 공중통신망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안전
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EuNet(핀란드)는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도 전자상거래
대금의 직접결제기능을 수행
- 13 -

전자금융 시대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여러 가지 기술의 복합적인 산물로서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은행들은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회사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등 競爭力 確保를 위한 外部用役(Out-sourcing)을 확
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비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은행과 제휴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
함에따라 지급결제 서비스 분야에서의 은행의 獨占的 地位는 점차 弱化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 金融市場의 寡占化
지금까지 은행의 競爭力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점포의 지역적 위치 등 점포망이
었으나 전자금융의 발달로 은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적인 장벽이 거의 제
거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金融서비스의 質과 價格이 은행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금융기관간의 競
爭深化는 합병을 통한 중복 업무 및 점포의 정리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小
賣金融分野에서 은행간의 합병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은 금융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顧客의 要求 變化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기술과 역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 및 통신업체 등과의 提携 또는
合倂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은행의 내․외부적인 합병 필요성의 증대로 거대한
은행이 출현하여 金融市場이 寡占化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3) 은행이 정보통신회사와 제휴한 최근 사례로는 ’95. 12월 홍콩 샹하이 은행과 Microsoft사가
제휴하여 홍콩 샹하이 은행이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Firm Banking 프로그램(Hexagon)과
Microsoft사의 재무관리 프로그램(Money)을 상호 호환성있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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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銀行의 未來모습(要約)
현 재

미 래
 정보서비스 제공
1. 중심기능
 자금중개기능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주요업무
․예금 및 대출
금융상품 및 정보의 제공
 One Card 개념으로 통합
 현금, 수표
 전자화폐 사용
2.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富카드* 출현
 지점 창구역할의 대폭 감소
3. 고객과의
 지점 창구
 인터넷, PC, 전화, Smart Card
주요접점
 ATM
등의 비중 증대
 금융상품의 가격 및
4. 경쟁요소
 점포의 지역적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질
 무점포의 가상은행
출현
5. 점포형태
 다수의 대규모 지점
 소규모의 다수 점포
 무인점포
* 富카드는 고객의 자산과 부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카드로서, 은행은
동카드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를 추적, 계정잔액을 보정하고
오늘날의 Mutual Fund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카드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고객은
富카드 잔액의 수시 인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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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 銀行들의 對應方向
전자금융의 혁신적인 발달은 은행산업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자금융의 발달에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銀行 經營者의 認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
지는 은행들이 주로 비용절약적 차원에서 전자금융을 은행업에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電子金融의 活用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능력이 무한경쟁시대의 유일
한 생존방안임을 인식하여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고객관련 情報에 대한 認識의 轉換
앞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銀行의 競爭上 利點은 고객과의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정보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보유
하는 방대한 양의 고객에 관한 자료를 정보로 전환시키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 금
융상품의 개인별 가격을 차별화 하는 등 그 정보를 보다 유용한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4)
또한 銀行이 생산, 판매, 보급하는 商品은 단순히 고객의 돈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운영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情報의 提供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종래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던 정보는 고객에 관한 정보로서 은행이 대출심사 등
을 위하여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은행은 고객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고객의 營
業 또는 資産管理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 내지는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電子金融에의 積極 對處
먼저 은행은 서비스의 전자적인 제공을 통하여 顧客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적인 서비스인 Direct Banking
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모든 서비스를 지점에서
제공하는 은행의 전통적인 조직모델에서는 店鋪 運營費用이 은행 전체 비용의
14) 금융상품의 개인별 가격 차별화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부문의 폐쇄나 합병 등과 같은 전략적
인 결정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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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顧客情報의 變化

전통적인 정보
개 념 고객에 관한 정보
정보내용 재무정보
수집방법 섭외담당자의 수집활동
사용목적 심사
축적수단 고객별로 기록 유지
활용방법 은행이 활용
자료 : 일본,금융저널 ’96. 10.

전자금융시대의 정보
고객을 위한 정보
영업정보(고객이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
고객 계좌의 성격, 고객의 금융수요)
섭외담당자의 수집활동,
거래기업이 적극적으로 제공
고객 영업 확대
정보 활용을 위한 Database 구축
은행 고객이나 은행과 거래를 원하는
기업이 활용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윤을 낼 가능성은 고객과의
접촉 빈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특히, 인터넷은 은행의 입장에서 건당 금융거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서
비스 제공 방법으로서 전자상거래와 Cyber banking의 발전과 함께 金融産業에
서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뱅킹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15) BAI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점포운영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65% 정도로 추산되며,
은행들은 점포고객의 20%로부터는 손해를 보고 다른 60%에 대해서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
기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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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유럽의 인터넷 뱅킹 현황

― 인터넷 뱅킹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금융분야임
ㅇ’96. 6월 현재 154개의 은행이 인터넷 뱅킹을 실시중이며 2000년까지 전체은행의 80%
가량인 약 2,000여개로 그 수가 증가할 전망
― 은행거래당 소요비용은 인터넷이 가장 저렴
고객 접점별 거래비용 비교
지점
1.08

전화
0.54

PC뱅킹
0.26

(건당 비용, U$)

인터넷
0.13

― 은행의 인터넷 웹 사이트의 용도를 보면 현재는 대부분 정보제공에 이용되고 있으나
3년내에 금융거래 비중이 8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인터넷 웹사이트의 용도별 이용비율
현
재
3년후(추정)

자료 : COSMOS BAY

통 신 유 통 정 보 거 래
15
4
78
3
5
3
12
80

(%)

계
100
100

또한 은행의 미래는 급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역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은행에 대한 顧客의 信賴度는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
보처리능력만 갖추게 되면 은행들이 전자상거래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은행과 제휴하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
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銀行들은 이분야에 대한 積極的인 參與를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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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銀行이 中心役割을 하는 새로운 電子商去來 시스템의 出現
― 미국의 정보통신업체인 Stamford, Conn., company는 은행이 주문 및 결제의
중심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특허를 획득
ㅇ동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의 모든 정보가 은행으로 보내지고 처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동 시스템이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상한 것은 은행이 대량의 정보
처리능력 면에서 월등하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일반인은 거래관련 정보를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 보내는 것보다 은행에
보내는 것을 월등히 신뢰하기 때문임
― 아직은 동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 : American banker, 1996. 10. 22.

한편 전자금융시대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절대적이므로 信賴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운영 등과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安全
對策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16)

3. 자체 技術蓄積 및 提携(Out-sourcing) 등의 積極 推進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는 지급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商品 開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은행간 또는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
는 경쟁자들과의 제휴 등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情報通信會社와의 제휴를 통
한 서비스 개발 전략으로는, 정보통신회사가 개발한 금융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정보통신회사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회
사에 용역을 주어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16) Security First Network Bank는 출범후 6개월동안 12회의 해킹시도가 있었으나 한 번도 침투
되지 않았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 강화방안으로는 고객비밀번호
관리강화, 전송자료의 암호화, 전산기기의 Back-up체제 보완, 재해시 비상대책 수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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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은행이 技術力이 취약한 경우 정보통신회사가 은행과 고객과의 접촉관계를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극단적으로는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정보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내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은행은 단순히 상품만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附加價値는
비은행기관이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電子金融技法을 주도적으로 企劃하고 運營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經營層의 認識轉換과 組織整備
金融의 電子化는 과거에 業務自動化 및 費用節減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은행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經營戰略的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경영정책 결정의 문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은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각 은행의 다기한
전자금융상품은 은행의 성격을 특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전문가가
기획부문에 소속되어 함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기획부문과 전산시스템
부문의 統合 調整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전략에 기반을 둔 시스템
기획, 설계, 운용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외부 영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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