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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

□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 활용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부문에서 디지털
혁신이 크게 진전
,

― 금융부문 디지털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로는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기술, 무선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대표적

― 이러한 기술들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
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
,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핀테크 혁신 분류1)

핵심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지급, 청산 및 결제

디지털통화

(Payments, Clearing &
Settlement)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거래정보 분산 기록
여수신 및 자금조달

무선통신 및 사물인터넷

모바일 지급

바이오인증

(Deposits, Lending &
Capital raising)

생체정보 이용 인증
시장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Market provisioning)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Investment management)

주: 1) FSB의 분류 체계 인용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 비트코인
(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

이더리움, 리플 등),

등 개발중) 또는 중앙은행(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연구중) 발행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

-i/x-

―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업 중심으로 거래정보의 기록이 수반
되는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해외송금, 자금이체, 증권 발행 및 거래
등)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중
IT

― 국내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업권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연구중이며 해외송금, 인증 등 일부 업무
에서는 사업모델을 출시
,

(무선통신기술 및 사물인터넷)

□ 무선통신기술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 중

심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애플페이 등)를 제공하는 데 활용

―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 주도로 모바일 간편결제

,

간편송금 영역에

서 핀테크혁신이 활발

□ 사물인터넷의 경우 금융부문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 페이팔 핸즈
(

프리결제 등)이나 향후 맞춤형 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바이오인증)

□

바이오인증기술은 비밀번호 등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AT M , 인터넷뱅킹,
지급서비스 등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에 폭넓게 활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힘입어 자산관리 영역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금조달 영역에서 크라우드펀딩, P2P대출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
로보어드바이저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소액투자자에게도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서비스를 제공

-ii/x-

ㅇ
―

국내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이나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제휴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자체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확산중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로
투자형(증권형), 대출형(P2P대출), 후원 기부형으로 구분

ㅇ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

년 1월부터 법제화되어 운영중
이며, P2P대출중개는 아직 법제화 이전이나 시장이 점차 확대중
2016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은 특정 금융서비스의 기반기술로 직접 활용되기
보다는 IT 관련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 경감 등을 통해 기업
의 스타트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핀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

Ⅱ

디지털혁신의 금융서비스 및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

1

디지털혁신의 전망

□

금융부문에서 디지털기술 활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소비자금융, 자금이체 및 결제, 투자 및 자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
기술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변화

자료: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2016)를 일부 수정

-iii/x-

―

조사(2016)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향후 5년내 자신
들의 사업중 약 23% 가 핀테크의 발전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
라고 응답
PwC

―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
사의 시장 진입,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시장 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될 전망
,

금융서비스 분야별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1) Map

주: 1)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시로서 표시 기업이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작성)

□ 다만 혁신의 진행 속도 및 범위는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또한 주체
별 대응 노력 및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점진적 변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 디지털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가 초기에는 다소 과도하게 형성(hype)될 수
있는 점을 고려

―

당분간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공존하면서 차별화 노
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분산원장기술 등의 검증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디지털기술 활용 분야 급증, 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금융서비스 전
반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iv/x-

2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
별로 분할(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핀테크에 의한 금융업의 분화
<이전>

<이후>

□ 이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축소시키고 예대 마
진,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 등 수익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

□

다만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대체는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금융서비스 분야별 대체 전망
대체 정도

높음

↓

금융서비스

전망

지급 및 송금

핀테크 서비스가 은행과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서비스 시
장을 상당부분 대체
-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이용절차 등 소비자 경험이 서비스
선택의 핵심요소, 진입장벽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충성
도 등이 높지 않음

자산관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장이 분할
- 다수의 여유층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수수료가 저렴한
서비스, 소수의 부유층 대상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예금 및 대출
낮음
가상통화

기존 은행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 당분간 유지
- 예금: 은행 수시입출식 계좌의 편의성 및 예금보호,
대출: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기존 노하우와 신뢰성 중요
기존의 화폐 및 지급수단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
성은 크지 않음
- 높은 가격 변동성, 해킹 등에 의한 도난·분실 위험 등 존재

-v/x-

(금융시장인프라의 변화)

□ 중요 금융시장인프라는 당분간 역할이 존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
기적으로 분산원장기술이 업무에 실제 도입될 경우 큰 변화가 예상
,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은 다양한 시장 및 시스템에서
거래, 청산, 결제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소액 및 거액
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인프라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BIS CPMI, 2015)

― 그러나 단기간내 디지털혁신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여 소액결제시스템 중계기관 및 증권 관련 인프라 운영기관
의 역할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

금융업의 분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packed)으로 제공하는 반면 핀테
크 업체들은 이를 해체(unbundling)시켜 경쟁력 있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
￭￭ 금융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 직접 거래로 기존 중개기관에 대한 수요 감소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하락

,

품질

개선 등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혁신이 새로
운 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vi/x-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이용 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
께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도 커질 전망
,

□ 분산원장기술 기반 네트워크의 경우 규제 및 감독 적용시 관할 권
역 문제, 사고발생시 조율 및 관리 메커니즘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취약한 문제 등도 예상

3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
―

디지털혁신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 등을 통해 금융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제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도 작용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소수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
가 낮아지고 향후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면 특정 기관에 의한 전
체 시스템 실패(single point of failure) 가능성이 축소

― 반면 비금융회사의 운영 및 보안 리스크

금융서비스시장 참가자
확대에 따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
,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 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 감시 감독 및 위기시
·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모든 거래내역 기록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어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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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
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
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

□ 디지털혁신의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인 금융부문
구조 변화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자의 확대에 따른 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요구,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 등에 직면할 가능성
￭ 가령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 참가 요청이 증대

―

디지털혁신이 금융 생태계(ecosystem)의 구조를 변화시킬 경우 기
존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 가상통화의 확산에 따른 잠재적인 정
책적 문제(시뇨리지 수익 감소 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

Ⅲ

금융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1

핵심 전략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 확대)

□ 금융혁신은 경쟁기반을 특정 지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
는 만큼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생태계
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는 것이 중요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

현 시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의 틀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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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디지털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하여 개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나 혁신허브(innovation hub) 등 혁신지
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
￭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새로운 금융상
품과 비즈니스모델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

― 또한 감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도
록

R egT ech

￭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 핀테크의 일종으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

일부 이슈의 경우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

―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유효성(legality),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거래 메시지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디지털표준 개발)

□ 시장의 분산화 방지

·

시스템간 또는 신 구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촉
진 등을 위한 디지털기술 표준화 논의를 진행할 필요
,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표준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호환성 향상, 신뢰성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 접근 및
경쟁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

― 다만 표준화가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
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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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별 과제

(정부)

□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유연한 규
제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동시에 견고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차단
대책 마련 등으로 디지털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중앙은행)

□
―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인프라 참여 기반 확대를 검토하고 중앙은
행 디지털화폐 발행, 분산원장기술의 거액결제시스템 적용 등 금융
혁신기술의 직접 사용에 대해 연구
또한 디지털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리스
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
융안정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

(금융회사)

□ 자금력

기존 고객층 등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금융 패러다임 변화
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핀테크 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

(비금융회사)

□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독자 모델
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고유의
사업리스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금융혁신기술이
소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연구를 강화
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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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산
업 전반에 디지털혁신(digital

이 빠르게 진행

innovation)

― 제조업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융
합적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기존 기업의 사업영역이 재편되
는 등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
,

□ 금융부문에서도 디지털혁신이 확산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비
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 그간 금융업은 정보산업이면서 네트워크산업 의 성격을 지니고 있
￭

어 IT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
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
◾ 특정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
해짐으로써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네트워크효과가 큰 산업

― 그러나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구조에 많
은 변화가 발생
,

―
⇒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혁신을
넘어서 디지털통화,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존 금융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

국내외 금융부문 디지털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혁신이
금융서비스와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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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

1

디지털혁신과 핀테크의 개념

□

디지털혁신(digital

은 정보,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등의

innovation)

디지털기술 또는 동 기술의 조합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통칭￭
◾ 공식적 용어 정의 없음. OECD(2016), Schwab(2016),
Chishti and Barberis(2016)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Berente(2015),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면서 다양한 혁신기술이 융합되고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
◾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
로운 시대(Schwab, 2016)

□

핀테크(FinTech)는 금융부문의 디지털혁신 현상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기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효율화되거나 새로운 금융서비
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Ernst

―

& Young, 2014)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해당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

ㅇ

기존 금융서비스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 수행

IT

―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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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플랫폼을 제공하는
ㅇ

IT

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담당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는 기존의 금융중개기능을

거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획기적
인 신흥 핀테크 사례로 인식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종류
혁신의 정도

⇒

낮음(전통적 핀테크)

높음(신흥 핀테크)
P2P대출
비트코인
로보어드바이저

간편결제
간편송금
자료: Ernst & Young(2014)을 기초로 자체 작성
(예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최근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공급측면에
서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금융시장에 도입되고,
수요측면에서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커졌기 때문

2

주요 핵심 기술

□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을 주도하고
과 분산원장기술
(4)

(2)

있는 기술로는

무선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

(1)

(3)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대표적￭

￭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로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vehicles, 3-D printing,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materials science, energy storage, quantum computing을 제시

(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technology)

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

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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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
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

―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
장 전체를 각각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 발생시마다 이를 검증
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

분산원장기술

자료: Santander(2015)를 일부 수정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신뢰를 담보해 줄 제3의 기관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blockchain) 방식의 운영 메커니
즘을 통해 신뢰를 확보

―

①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
(block) 단위로 기록(비트코인은 10분마다 신규 블록 생성)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
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

②
④

③

블록체인 작동 프로세스

자료: Financial Times(2015), 김예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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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기록 조작을 위해서는 연결된 모든 블록을 신규 블록 생성 이
전(비트코인은 평균

분 내외)에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

10

□ 현재 개발 또는 활용중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크게 개방형
(public

또는

과 폐쇄형(private 또는

permissionless)

으로 구별

permissioned)

― 개방형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 블록 형성 에
(

)

도 참여할 수 있으며 주로 가상통화 발행에 활용

―

폐쇄형은 허가받은 경우에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로
기업 내부 시스템 및 금융회사간 시스템 등에 활용

(2) 무선통신기술 및 사물인터넷
(무선통신기술)

□

무선통신기술은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원격지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기술을 의미

― 금융권에서는 비접촉

카드를 지급거래에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삼성, 애플 등이 마그네틱보안전송방식(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과
근거리무선통신방식(Near Field Communication,
NFC) 기술을 스마트폰에 도입하면서 활용 기반이 확충
IC

주요 무선통신기술 비교

네트워크1)
통신범위
응용분야

RFID
NFC
근접형
주변형
PAN
PAN
PAN
<10cm
<1m
<10cm
스마트
IC카드
모바일
레이블
(교통 및
결제,
(유통물류,
신용카드)
기기연결
신분확인)

MST

블루투스

와이파이

PAN
<10cm

PAN
<30m

LAN
4-20m

신용카드

데이터
인터넷,
교환,
멀티미디어
기기연결

이동통신
(2.5G-3.5G)
WAN
이동통신망내
휴대전화

주: 1)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PAN(Personal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등으로 분류
자료: Freescale and AR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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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는 인식을 위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한 데 비해
존 마그네틱 POS (point of sale)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
NFC

MS T

는 기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은 각종 사물들이 유무선 통신 네
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실시
간으로 상호 교환 처리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
(Internet

―

of

Things,

IoT)

기존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처리￭
￭ 예를 들면 냉장고의 달걀 개수가 일정 수량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식
료품점에 주문이 이루어짐

―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 정보감지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이며 보안
기술도 필수적
(sensing)

사물인터넷 가치사슬 및 관련 기술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기술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플랫폼

서비스

보안 기술

기술명

활용 내용

센싱 기술

각종 센서를 통해 매체로부터 위치, 온도 등 데이터를 수집
하는 기술로 최근의 스마트센서는 데이터 처리·보정·진단
등 기능도 수행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통신기술)

사람, 사물, 서비스를 연결하고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플랫
폼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처리·변환하여 사람과 사물을 서비스
와 연동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

보안 기술

디바이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광범위
하게 적용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프로토콜 및 네트
워크 보안, 시스템 장애 방지, 계정 관리 영역 등으로 구분

자료: 이재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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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기술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
(3) 바이오인증

□ 바이오인증

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인간의 고

(biometrics)

유한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

―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

,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
생체정보의 분류
신체적 특성

행동적 특성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

음성, 서명, 자판입력, 걸음걸이 등

― 바이오인증 기술의 사용은 생체정보의 특징을 추출·저장하는 등록
단계와 바이오인증 이용시 입력된 생체정보와 저장된 생체정보를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단계의 2단계로 구분
바이오인증 기술 사용 단계
① 등록(registration)
생체정보 영상 획득
특징 추출 및 저장

② 인증(authentication)
특징 비교(matching)

자료: 윤재호·홍진실(2016)에서 재인용

□ 바이오인증은 ①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② 분실우려
가 적으며 ③ 도용 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비밀번호 공
·

,

인인증서 등 기존 금융거래 인증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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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항에서의 출입국관리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용

(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 빅데이터

(big

란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능력을 뛰어넘는

data)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하며, 동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
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

― 수치 데이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텍스트

,

이미지,

오디오, 로그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활용 대상

ㅇ 모바일기기와

SNS

이용 보편화 등으로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저장매체 가격 하락 등으로 데이터 관리비용이 감
소하고 처리· 분석 기술도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여건이 조성
￭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2005년 130 → 2010년 1,227 →
2015년 8,591 → 2020년 40,026(단위: 엑사바이트, 1엑사바이트=10억기가바이
트=1018바이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IDC, 2012)

―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
·

과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구성

ㅇ 대표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

￭

(Hadoop)

은 저가의 서버와 하드

디스크를 여러 대 연결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기술
￭ 하둡은 2005년 Doug Cutting에 의해 개발되어 고비용의 기존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음

ㅇ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기존 데이터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선
형적 상관관계 규명, 감성 분석￭ 등 비정형화된 분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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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술의 일종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
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속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법

―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산업으로서 축적되거나 처리해야 할 데
이터량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마케팅, 신용평가, 금융보안, 투자전
략 수립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
(인공지능)

□

인공지능(artificial

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인지· 학습· 추론

intelligence)

등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

―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패턴인식 ·자연어처리
￭

￭￭

등 관련 소

프트웨어 고도화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 문자, 도형, 음성 등의 외부정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 특징을 식별하는
프로그램
￭￭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machine

ㅇ 특히

예측하거나

learning)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기계학습

기술이 핵심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작동방식을 모방한 심화학습(deep
￭

learning)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진입

￭ 기계학습 기술의 한 종류로서 인공신경망 이론에 기반하여 인간 두뇌의
작동 메커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기술

―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가 대표적

(robo-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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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로보어드바이저

(5)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된

IT

computing)

이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가상화

자원(소프트웨어, 저장공간, 서버, 네트워크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

는 기술

― 기존 컴퓨팅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해
로컬PC의 하드디스크 및 기업의 전용 데이터센터가 필요

―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

ㅇ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IT

설비 구축 없이도 스타트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 혁신을 촉진

ㅇ

금융권에서도

IT

시스템의 복잡화와 정보량의 증대로 필요 저장

공간이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운영· 관리비용 절감 및 서비
스의 유연성·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안으
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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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 사례

(1) 개요

□ 주요 혁신기술들은 디지털통화

,

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

― 각각의 기술은 적용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기술과
금융서비스간에는
대응보다는 직간접적으로
≠ 또는
≠ 의 형태로 대응되는 경우가 일반적
1:1

N:1(N

1:N(N

1)

1)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핵심기술

핵심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디지털통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무선통신 및 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핀테크 혁신 분류1)
지급, 청산 및 결제
(Payments, Clearing &
Settlement)

거래정보 분산 기록
여수신 및 자금조달
모바일 지급

(Deposits, Lending &
Capital raising)

생체정보 이용 인증
시장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Market provisioning)

투자자산관리
(Investment management)

주: 1) FSB의 분류 체계 인용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및 디지털화
폐 발행뿐 아니라 거래정보의 기록이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전반
에 활용 가능

―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
지급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혁신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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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물인터넷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급결제

,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인증기술은 간편결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편
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시에도 활용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 자산관리, 대출, 자금조달 등 분야에서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

―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특정 금융서비스의 기반기술로 직
접 이용되지는 않지만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을 통해 기업의 스
타트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

(2)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통화를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면 디지털화
폐로,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관리되고 법정통화로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는 가상통화로 구분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

(Bitcoin)

등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중앙은행 등도 디지털화폐 발행
을 계획하고 있거나 연구를 진행

― 민간영역에서
(Ripple)

ㅇ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Etherium),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거래중

가상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시가총액 기준
이상)이지만 일부 가상통화는 스마트계약(smart

￭

contract)

85%

구현(이더리움),

해외송금 최적화(리플)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수요층을 확대하는 중
￭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또는 코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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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은 은행간 결제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를
개발중

ㅇ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는 달리 금융회사 발행 디지털화폐
는 발행기관이 가치를 보장
해외 금융회사의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
기관

디지털화폐명

용도

Deutsche Bank, BNY멜론, UBS,
Santander, ICAP(자금중개회사)

Utility Settlement Coin

은행간 결제

Citibank

Citicoin

글로벌 본·지점간
결제 및 청산

미쓰비시도쿄UFJ은행

MUFG Coin

P2P송금 등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

일부 중앙은행들도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 디지털화폐
(CB D C: Central

B ank

D igital

Currency)

를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중

주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
중앙은행

연구내용

영란은행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기술혁신 등에 대응한 중장기 조사연구 어젠
다(One Bank Research Agenda, 2015.2월)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주
요 검토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중

캐나다중앙은행

자국내 상업은행(RBC, CIBC, TD Bank 등)과의 제휴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 기반 은행간 결제용 디지털화폐인 CAD-Coin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2016.6월)

스웨덴중앙은행

개인 및 비금융회사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인 e크로
나(ekrona, 가칭)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2년내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2016.11월)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3) 정보기록 관련 서비스

□

블록체인 도입으로 분산원장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디지
털통화 이외에도 거래정보의 기록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3/77-

― 거래기록의

분산 저장 및 처리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조작의 어려

움, 단일 실패점 없음)되고 스마트계약 등을 통한 자동화로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
￭ Santander(2015)는 IT인프라 투자비용 절감(매년 약 150~200억달러),
Goldman Sachs(2016)는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110~120억달러),
자금세탁방지 및 KYC(Know Your Customer) 규정 준수비용 감소(30~50
억달러) 등을 전망

―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은 자체 기술개발뿐 아니라

R3

등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증권 발
행 및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중￭
￭ <참고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활용 주요 금융서비스 개발 사례(15쪽)
참조

―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등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
도 큰 것으로 분석(BIS

CPMI, 2015)

ㅇ 일본은행의 경우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에 분산원장기술

(BOJ-Net)

(Hyperledger

Fabric)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한 결과, 차액결제 및

실시간 자금이체거래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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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참고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활용 주요 금융서비스 개발 사례
부문

사례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코인플러그, 코빗 등)와 스타트업 기업(Payphil,
Sentbe, SCI 등)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중
Ripple사는 독자적인 가상화폐(XRP)를 매개로 다양한 이종 통화 및 자
산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Visa Europe도 2015.11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BitPesa)를 개발하여 시험중이라고 발표(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케냐에 있는 가족의 M-Pesa 계좌로 바로 송금)
일본 미즈호금융그룹과 SBI Holdings는 R3 컨소시엄과 함께 Ripple사
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개기관의 개입 없는 실시간 해외송금 기술을
시험중
미국 나스닥(Nasdaq)은 장외주식 발행 및 거래시스템인 Linq를 개발
하고 2015.12월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Chain사의 주식을 실제로 발행
2016.1월 호주증권거래소(AUX)는 분산원장기술 개발 전문업체인
Digital Asset Holdings와 공동으로 대고객 주식거래(cash equities)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발표

장외시장
증권
발행 및
거래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기존 장외채권
(fixed income securities) 거래 플랫폼인 Bond Pro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중
2016년 이후 일본증권거래소(JPX)는 IBM Japan, 노무라 연구소와 공
동으로 Hyperledger 기반의 증권거래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중
독일증권거래소(DB)는 2015.2월 이후 분산원장기술을 주식 발행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중
2016.6월 Euroclear와 itBit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

CDS, RP
등

2016.4월 DTCC, Markit 등 6개 금융회사가 분산원장 전문기업 Axioni
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CDS 거래를 P2P방식으로 실
시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2016.4월 Clearmatics사와 OpenGamma사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
하여 OTC시장에서 FX 스왑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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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례
2016.3월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는 Digital
Asset Holdings와 공동으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FICC가 CCP의
역할을 담당하고 Repo 거래를 일중 청산(intraday netting)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

CDS, RP
등(계속)

Symbiont사는 2015년 스마트 계약이 내재된 Smart Securities를 최초
발행하였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신디케이티드론, 기업대출, 장외주식
발행 및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
일본 미즈호금융그룹도 2016년 이후 블록체인 스타트업 Currency
Port, ISID(Information Services International-Dentsu) 등과 공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디케이티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
2016.8월 BOA Merrill Lynch는 HSBC 및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신용장 등의 문서를 교환하고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발표

무역금융

Standard Chartered와 Deutsche Bank도 IDA와 공동으로 분산원장기
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송장(invoice) 이중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중(2015.12월 이후)
Wave사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각종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초 거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2016.9월)
미 우체국은 국제송금과 인증(identity 또는 time-stamping) 서비스 등
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Blockmchain
Technology: Possibilities for the US Postal Services｣, 2016.5월)

공공부문

2016.4월 조지아 정부등기소(National Agency of Public Registry)는
스타트업 기업 BitFury와 공동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발표
2016.6월 스웨덴 정부도 부동산 등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중이라고 발표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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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지급서비스

□ 구글

,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기

기로 지급결제, 송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이
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용이 크게 확산

― 안드로이드페이

(Android

를

NFC

Pay),

통신을 지원하는

애플페이(Apple

Pay)

등은 모바일기기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결제가 이루

POS

어지는 서비스를 제공

― 페이팔

은

(Paypal)

의 양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거래

NFC

정보 입력만으로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모바일기기의 위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비콘

(Beacon)

을 기반으로 핸즈프리 결제서비스(hands-free

￭

payment)

기술

도 제공

￭ 고객이 매장에 입장하면 매장에 설치된 페이팔 비콘 수신기가 고객의 스
마트폰을 인식하여 가맹점 POS로 고객 정보를 전송. 상품을 구매하면 고
객의 페이팔 계정을 통해 결제 정보가 POS단말기로 전송되고 고객이 이
를 구두로 승인하면 결제가 완료

―

삼성페이(Samsung
도록

MS T

는 기존

Pay)

POS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

방식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범용성을 크게 높임

IT기업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주요 금융서비스
개발 업체

적용 기술

서비스 이름

서비스 내용

구글

NFC

Android Pay

지급거래(모바일기기를
오프라인 가맹점의 NFC
채택 POS단말기에 접근)

애플

NFC

Apple Pay

페이팔

NFC(양방향)

Paypal

삼성전자

NFC+MST

삼성페이

상동
P2P거래(개인간 송금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한
모바일기기끼리 접근)
지급거래(모바일기기를
기존 POS단말기에 접근)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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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용 가능(NFC 설치)
가맹점 비율 : 미국
3%
정도(국내에는
아직 서비스 미도입)

이용 가능 가맹점 비
율 : 한국 거의 전체,
미국 90% 이상

(5)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

□ 금융부문에서는 바이오인증이 새로운 비대면거래 인증방법으로 부
각되면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온·오프라인 결제 등에서
ATM,

,

,

지문, 정맥, 음성, 얼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거래 인증시에 활용중

―

AT M

은 바이오인증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중 하나

로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지문, 정맥 등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기
를 운영중

― 텔레뱅킹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는 특성상 음성을

,

인터넷· 모바

일뱅킹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을 주로 이용
금융거래시 바이오인증 활용 주요 사례
국가

서비스 내용

인증 수단

일본

-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등 주요 은행1): ATM 거래
- 오가키교리츠 등 일부 은행: 무매체 거래를 위해 정맥 정보를
은행서버에 저장·관리

손바닥/손가락
정맥

미국

- US Bank: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음성인식 활용
- USAA: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 및 얼굴인식 활용
- Bank of America 등 대형 은행 및 카드사: Apple과 제휴하여
스마트폰 지문인식 센서 활용

음성, 얼굴,
지문

영국

- Barclays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손가락정맥으로 본인확인
시범운영

손가락 정맥

프랑스

- 은행간 카드협회(Groupement des cartes bancaires CB): ATM/
소매결제에 지문인식 활용 예정

지문

호주

- St. George Bank: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지문인식 활용
- National Australia Bank: 음성인식을 통해 텔레뱅킹 PIN 번호
대체

지문, 음성

브라질

- Banco do Brasil, CAIXA Bank(지문), Banco Bradesco(정맥): 연
금운영비 절감을 위한 본인확인절차 적용중, 생체정보를 IC카
드에 저장하여 ATM거래에 활용

지문, 정맥

터키

- DenizBank: 모바일 앱 활용 ATM, 모바일 송금, POS 단말기 결
제 가능

음성

중국

- Alibaba: 자사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 얼굴인증

안면

주: 1) 일본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바이오인증 채택비율이 은행 점포수 기준으로 80% 수준
자료: 윤재호·홍진실(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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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보어드바이저

□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
산관리서비스를 제공

―
―
―

개인별 위험회피 성향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에 입각하여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 및 위
험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구성 자산을 재조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화여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투자금액으로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융회사인력 참여 여부, 로보어드바이
저 활용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자문형

일임형

RA를 Back
office에서 활용

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운용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
을 직접 운용

자료: 금융위원회(2016.3)

(7) 크라우드펀딩 및 P2P대출

□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
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
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운용과정에
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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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딩클럽 등 P2P대출중개업체들은 SNS 활동, 인터넷 검색기록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운용중

―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

,

대출형, 투자형

증권형)으로 구분

(

ㅇ

후원·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복지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 기부하는 형태

ㅇ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
,

ㅇ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
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의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유용

□

대출(peer-to-peer lending)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며 크
라우드펀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P2P

― 초기에는 개인간 대출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및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 최근에는 기관투자가들도 자금공급자로 참여하면서 마켓플레이스
대출(marketplace

lending)

이라는 표현도 등장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자금모집방식

후원·기부형

후원금, 기부금

대출형
(P2P lending)

대부

투자형

출자(지분취득)

주요활용분야

주요 플랫폼

예술, 복지 등 분야 사업자금
후원 또는 단순 기부

Kickstarter(2009),
Indiegogo(2008)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소액 대출

Zopa(2005),
Prosper(2005),
Lending Club(2006)

창업기업 등 투자자금 조달

Crowdcube(2011)

자료: 영국 FCA,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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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혁신 전개 동향

1

글로벌 대응 동향

(1) 국제기구

□

FS B (Financial
and

Market

Stability

Board)

및

BIS

CPM I (Committee

on

Payments

등은 최근 디지털혁신과 관련하여 금융시

Infrastructures)

스템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CPMI

는 디지털통화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간(2015.11월)한데 이어 디지털혁신의 핵심 이슈사항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지침을 마련(2016.6월)￭

￭ <참고2> 사이버리스크(23쪽) 참조

― 이 외에도 분산원장이 지급결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한 워킹그룹(CPMI
집중적으로

￭

과 증권청산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WGDI )

점검하기

위한

IOS CO(International

와의 공동 워킹그룹(CPMI-IOSCO

Securities Commissions)

Organization

￭

of

을 운영중

WGDI )

￭ Working Group on Digital Innovation

ㅇ 이중

CPMI

WG D I

는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

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당
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체계(analytical

를 제시하고

framework)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자(overseer), 운영자(operator) 및
발전 촉진자(catalyst)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혁신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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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PM I -I OS CO

WG D I

·

는 증권청산 결제 프로세스 등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모델들에

CPMI

WG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체계를 실제로 적용하여 기대효과 및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
―

FS B

는 기존 금융혁신 네트워크(Financial

Innovation

Network,

를

FIN)

확대 개편하여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과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중

□

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의

G 20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년 주요 어젠다

2017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WG PS S

￭

은 디지털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역내 디지털혁신 및 관련 규
제체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할 계획
￭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지급결제 WG)로 한
국은행이 의장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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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사이버리스크(cyber risk)
□ (현황) IT기술의 발전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운영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
인으로 전환되면서 사기, 자금탈취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형태도 변화
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
다고 인식되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영국 TESCO, 베트남 띠엔퐁 등 상업은행은 물론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중앙은행이 보
유한 계좌에서도 사이버공격이 발생

□ (국제기구 권고) BIS, G7 등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사고시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이버복원
력￭(cyber resilience)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
￭ 사이버리스크를 예상, 대응, 경감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

― CPMI-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
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Guidance￭로 마련(2016.6월)
￭ 「Guidance on cyber resilienc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금융시장인프라가
우선 적용대상이지만, 개별 금융회사도 준수할 것을 권고. 한국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 FMI의 사이버복원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

― G7은 금융부문 사이버 보안관련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G7 사이버전문가
그룹(G7 Cyber Expert Group)을 구성하는 한편, 보안성 제고를 위해 필수
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도출(2016.10월)
￭ 사이버보안 전략 및 프레임워크, 지배구조,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대응, 복구, 정보공
유, 지속적인 학습 등 8개 요소를 도출

□ (주요국 대응) 감시·감독당국은 금융권에 특화된 사이버리스크 관리태세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응태세를 점검
― 영란은행(BOE)은 사이버 리스크를 금융안정의 새로운 위협요소로 인식하
고 2015년 상반기부터 금융안정보고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금융회사의 인
식, 취약점 분석 등 최근 동향을 소개
― 미연방 금융회사검사협의회(FFICE)는 금융회사의 사이버보안 관련 리스크
식별 및 준비태세 측정 등에 대한 평가 도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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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부문
(CLS은행)

□

CLS

은행￭은

년부터 외환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2015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1999년 주요 국제 상업은행
들이 미국 뉴욕에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으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을 운영

― 또한 리눅스 재단

(Linux

(Hyperledger)

Foundation)

이 총괄하는 분산원장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필요한 기술 및

사업 요건 등을 논의

ㅇ 검토 결과

,

외환결제시스템과 같은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해서

는 개방된 형태의 원장보다는 참가기관간의 보안 네트워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원장방식(permissioned

□ 한편

CLS

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

ledger)

은행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분산원

장기술 등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준비중
(SWIFT)

□ 국가간 송금은 주로 지급·수취업무를 대행하는 환거래은행과 환거
래은행간 메시지 교환 통신망인

SWIFT

￭

를 통해 처리

￭ 1973년 유럽지역 은행들이 벨기에에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통신망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로 은행간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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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수일이 소
요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노출

□

SWIFT

는 전세계 주요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소

요시간을 크게 단축(3~5일

「

→

일 이내)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수시로

1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급혁신 이니셔티브(이하

￭

」를 추진중

GPII )

￭ GPII: Global Payments Innovation Initiative

―

는

GPII

SWIFT

가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의 다자간 통신플랫폼에

참가은행들을 연결하고 고객의 국가간 지급지시 요청을 참가은행
상호간에 개설한 계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ㅇ

고객이

GPII

입금까지

참가은행에 해외송금을 요청할 경우 수취인의 계좌

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고객은 자금이체 처리상

1

황을 은행이 제공한 뱅킹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

―

SWIFT

는

를 개시한(2015.12월) 이후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서비

GPII

스 제공 지역을 확대중(2017년중 서비스 전면개시 목표)

ㅇ

년

2016

월 현재 전세계 약

9

개, 아태지역

16

개 금융회사(유럽지역

80

개 등)가 회원으로 가입(한국에서는

24

개, 북미지역

40

하나은행이 참여)

KEB

(민간 컨소시엄)

□

년 이후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2015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이 다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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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기술을 금융서비스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개
(public)
(private)

―

분산원장을 대신하여 소수의 기관만이 참가하는 제한적인
분산원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

원장(ledger)을 다수 참가기관이 공유하는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금융서비스 활용을
추진할 때 높은 시너지효과를 기대

□

글로벌 대형은행 중심의
(Hyperledger)

R3

컨소시엄,

IT

기업 위주의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으

·

며 최근에는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신규 컨소시엄이 다수 결성

―

R3

컨소시엄은 분산원장기술 기업인

를 중심으로 현재

R3

여개

60

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청산, 거래정보기록
등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 표준 개발에 주력

ㅇ

비트코인 등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거래 기밀성이 보장되는
자체 분산원장 거래 플랫폼인 코다(Corda)를 개발(2016.3월)하고 이
를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에 제출(2016.11월)￭
￭ R3사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회원사로도 활동하며 코다 플랫폼이 분산
원장기술 금융거래 시스템의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를 기대

―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비금융회사까지 참여해 범산업용 블록체
인 플랫폼 구성을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리눅스 재단 주도로
IBM

등 다양한 분야의

여개 기업이 참여중

100

―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의

SBI

핀테크 컨소시엄, 중국의 차이나레

저(Chinaledger) 등 시장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개발을 목표로 하
는 컨소시엄이 다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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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간 분산원장기술 컨소시엄
컨소시엄

참가기관

R3 컨소시엄

- 미국 IT기업 R3사 설립
- 60여개 대형 금융회사
- 국내 5개 은행(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우리)

Hyperledger

- 리눅스재단이 관리
- 금융회사 및 비금융 IT기업 등 100
여개 기업
- 국내 기업(한국예탁결제원, 코인플
러그, 삼성SDS)

- 오픈소스
- 범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구 개발

SBI 핀테크
컨소시엄

- 일본 SBI 금융그룹 주도
- 리플, 코인플러그 등 참여

- 아시아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
체인 플랫폼 개발

Chinaledger

- 중국 완샹 블록체인 랩 주도
- 중국 11개 대형 금융회사 참여

- R3와 이더리움 재단 자문
- 중국 내 금융회사 간 통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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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금융회사 계약 기록관리 시스
템(Corda) 개발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1)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

,

뉴욕 등의

IT

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

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
￭ 미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2015년중 약 74억달러, 벤처캐피탈 기준)는
세계 1위임(KPMG and CB Insights, 2016)

□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중

―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
(Money

Service

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

Business)

서 제도권으로 편입

ㅇ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

(no-action

￭

letter)

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
￭ 기업의 특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
여 동 행위와 관련한 제재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Startup

을 시

America Initiative)

행중

― 뉴욕주는
(Innovative

중소기업의
NY

fund),

주식양도

수익

면세

정책,

뉴욕주 창업지원 인센티브(Startup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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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NY)

등을

ㅇ

스타트업에게

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0

천만달러~4억

1

천

5

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 한편 뉴욕 주정부 금융감독국 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

)

서비스업체의 인가(BitLicense)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2015.6월)하
여 시행중

―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명확화

(2) 영국

□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
표적인 국가로서 런던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를 중심

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영국 정부

,

영란은행 등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자

금지원, 금융허브도시 지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원정책을 적
극적으로 시행

―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

월)

(2014.8

ㅇ

핀테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핀테크 관련 대부업자,
P2P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영국기업은행

(British

Business

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대출, 크

Bank)

라우드펀딩 등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2억파운드)하고 핀테크 투
자관련 소득세 등을 감면(SEIS,

V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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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Entrepreneurs

Relief

등)

―

금융행위규제청(FCA)은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

을 설치하

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
(Project

ㅇ

Innovate)

￭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를 도입

년)하여 대상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동안 규

(2015

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새로운 금융상
품과 비즈니스모델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

―

영란은행은 핀테크 촉진기구(FinTech

를 설치(2016.6월)하

Accelerator)

여 스타트업들이 영란은행 및 금융권 등에 기술을 시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ㅇ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비금융회사도 영란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발표(Carney,

2016)

(3) 일본

□ 일본은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거점 도쿄 국제금융센터 으로 육성하고자
(

)

하고 있으며 도쿄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

― 금융청

(FSA)

은 총무기획국 산하에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하

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

― 일본은행은 핀테크 센터

(FinTech

를 설치(2016.4월)하고 핀테크

Center)

포럼을 개최(2016.8월)하면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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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포럼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핀테크 기술 및 보안의 중
요성을 언급하며 추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금융청은「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6.5

월)하여 가상

통화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

― 가상통화의 매매

,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래

소 등은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규정
(4) 싱가포르

□

싱가포르통화청, 경제개발청 등은 규제 완화, 핀테크 관련 전담기
구 설치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

― 싱가포르통화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및
정비(2016.6월)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를 도입

Scheme)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객정보 기밀유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

지원방지 등에 대한 필수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산, 이사회 구
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ㅇ 한편 핀테크 산업에 향후

년간

5

억

2

만 싱가포르달러를 지

2,500

원할 예정

―

경제개발청,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등은 핀테크 전담기구(FinTech
Office)

를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통화청도 전담 조직(FinTech

Innovation

을 신설(2016년)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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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싱가포르통화청은

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016

스타트업, 금융회사간 협력, 소통을 통해 산업 육성을 지원
(5) 중국

□ 중국은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 및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급
성장 등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금융인프라를 핀테크
가 대체해 가면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혁신이 빠르게 진행중

―

년 이후 중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가 급증￭

2015

￭ 2015년중 핀테크 투자규모(벤처캐피탈 기준)는 약 27억달러 수준으로 2014
년(약 6억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KPMG and CB Insights, 2016)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를 밝히면서 규제 완화
￭

등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중국인민은행도 규제 등에 완화적인 태도
를 견지
￭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의견(2014.11월, 2015.7월)

― 알리바바

(Alipay

(Mybank

운영) 등

I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

등)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중인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ㅇ 특히 인터넷은행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도의견 및 원칙

￭

등

을 발표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비은행 대출업체 관련 규범에 대한 통지, 중국인민은행의 모바일결제 업
무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 결제기구의 인터넷결제업무 관리방법, 인터넷금
융의 5대 관리감독 원칙, 인터넷금융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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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진전 현황

(1) 금융부문 혁신

□ 금융부문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다소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은
행, 스타트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빠르게 핀테크 혁신이
확산중

―

우리나라는

CPMI

회원국중 처음으로 은행간 실시간 자금이체서

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따라 급격한 혁신(leapfrogging)의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작았음￭
￭ 미국의 경우 은행간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페이팔
과 같은 대안적 지급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컸으며, 중국도 알리페이, 텐페
이 등의 출현은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 및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데 기인
CPMI 주요국의 실시간 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현황
국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중국
스웨덴
이탈리아

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Real-Time Clearing
Faster Payments Service
Internet Banking Payment System
BiR/Swish
Jiffy - Cash in a flash

도입연도
2001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BIS CPMI(2016)

―

년 이후 모바일 지급 및 송금,

2015

대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P2P

비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바이오인증 도입,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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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분야별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1) Map

주: 1)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시로서 표시 기업이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작성)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

국내 금융권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일부 업무에서 사업모델이 출시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개념검증￭ 수준의 검토 단계에 머뭄
￭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 특정 기
술이 상품화되기까지 통상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 → 파일럿
(Pilot) → 출시(Production)의 단계를 거침(FRB, 2016)

―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의 형태로 해외송금서비스

,

인

증체계 개발 등에 분산원장기술 적용을 추진중

ㅇ 블록체인 사업 환경 공동 조성을 위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을 구성￭(2016.11월)하였으며 선진 블록체인 기술 습득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추진중￭￭
￭ 전국은행연합회, 16개 은행, 2개 협력기관(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참여
￭￭ R3 컨소시엄에 KEB하나, 신한, KB국민, 우리, IBK기업 등 5개 은행이 참
여중이며 NH농협은행은 가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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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계도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
월)

(2016.12

￭ 금융투자협회, 21개 금융투자회사, 5개 블록체인 관련 기술회사 참여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는 대부분 투자 투기적 목적으로
·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

―

국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2.5억원(2015.1월~2016.10월중 평균), 전세계 거래의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
￭ 세계 주요 10대 거래소 대비 국내 주요 거래소 비중

―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국내 가맹점수가

여곳 정도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100

(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

□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
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

―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
￭ PG사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2014.10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
―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
행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
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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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
화번호,

SNS

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주요 모바일 소액지급서비스 현황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명

업체명

삼성페이

삼성전자

카드사: 8개(삼성, 신한, 국민 등)
은행: 8개(우리, 국민, 기업 등)
증권사: 1개(삼성)

네이버페이

네이버

카드사: 9개(신한, 국민, 현대 등)
은행: 9개(국민, 기업, 농협 등)
기타: 1개(우체국)

카카오페이

LG CNS,
카카오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머니

카카오

제휴기관

사용처
온·오프라인

온라인

카드사: 10개(신한, 하나, 기업 등)
은행: 17개(신한, 기업, 부산 등)
증권사: 1개(NH투자)

온라인

은행: 7개(신한, SC, 산업 등)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한편 최근 풀링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

(pooling)

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SWIFT

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

ㅇ

다수의 소액송금거래를 묶어(pooling) 한번에 송금함으로써 개별
송금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
의 풀링방식을 주로 활용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 국내 은행들은

AT M

및 스마트뱅킹서비스 등에 지문, 홍채, 손바

닥 정맥 등을 인증수단으로 하는 바이오인증기술을 폭넓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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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부가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2015.12월)함에 따라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거래
기반이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방식

실명확인 방법

필수 여부

이중확인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
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필수

다중확인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권고

자료: 금융위원회(2015.5)

― 일부 은행은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하고 대
면 창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스마트점포￭를 설치

￭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 각종 금융업무를 비대면 수행하는 무인화 기기

―

또한 현금카드 등 별도의 전자지급수단 없이 홍채인증만으로 현
금 입출금이 가능한 ATM도 설치
주요 국내은행의 바이오인증기술 활용 서비스 현황
신한

IBK기업

우리

NH농협

서비스명

디지털
키오스크

홍채인증
ATM

우리
삼성페이

NH스마트
금융센터

지문인증
서비스

셀카뱅킹

출시일자

2015.12.2

2015.12.14

2015.8.20

2015.12.19

2016.2.2

2016.8.3 2016.11.29

홍채

지문

지문

지문

홍채

지문

ATM 방문

스마트폰 →
ATM 태깅

모바일
앱 실행

모바일
앱 실행

삼성패스
홍채인증

모바일
앱 실행

상품가입,
ATM 입금, ATM 출금,
ATM 등
출금
결제
은행창구업무

금융상품
가입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공인
인증서
업무

계좌이체,
ATM 출금
등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인증수단 손바닥 정맥
인증절차
주요
서비스
생체정보
등록시

키오스크
방문

비대면

대면

비대면

KEB하나

KB국민
바이오인증
서비스

자료: 금융보안원(2015) 및 자체 조사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관련 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는 국내에서 도입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37/77-

― 일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부 증권사와 은행 등은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

―

·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 등 장기 복합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별 자산관리 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
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도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의 투자자문· 일임재산운용 및 인력대체를 단계적으로 허용￭ 예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
법예고(금융위원회, 2016.6). 현재는 전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
분 결과를 자문·운용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만 허용

□ 투자형 증권형
(

)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년

2016

월

1

부터 제도화되어 펀딩이 시작

―

년중 월평균

2016

개 기업이 업체당 평균

10

억원을 조달하는 등

1.6

시장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딩 성공률은
금융위원회,

(

□

P2P

46%

수준

2016.11)

대출중개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연계하는 형태 또는

은행·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는 형태로 영업중

―

투자형과 달리 특정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나
년부터 국내

2015

억원

235

→

P2P

월말

2016.9

대출 시장은 급속히 확대(2015년말 대출잔액

2,087

억원)￭되는 모습(금융위원회,

2016.11)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P2P대출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
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6.11.2일)하여 조만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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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관의 대응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

금융결제원은 디지털혁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체
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

―

년중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를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

2016

회사와 금융결제원이 나누어 관리하고 인증하는 업무(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

ㅇ

년중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등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

2017

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

CD

공동망의 연계를 추진

새로운 기술이 지급결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년중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 적용이 가능

2017

한 업무를 발굴하고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Startup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스템인

K S M (KRX

에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 도입

Market)

― 우선 공인인증서 기능에 한해 도입

(2016.11

월)하였으며, 거래 및 매

매체결까지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제도가 정비되
는 시점 이후로 연기
￭ 거래소는 호가 게시부터 매매 상대방 탐색, 협상·체결 및 청산·결제까지 증
권사의 수동입력 없이 개별 투자자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인터
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 주식 거래는 증권
사 등 공인된 제3자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블록체인 적용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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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점
차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기술
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 2017년 1월 2일 시스템 구축 착수후 2018년 4월말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을 가동할 예정임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과거 통계분석 위주의 방식
에서 행위 예측적 시장감시￭로 감시 패러다임을 전환
￭ 불공정행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매매패턴을 보이는 계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밀분석을 진행, 불공정거래 발생 이전에 경고 및 차단하는 체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년

2016

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하

7

이퍼레저에 회원으로 참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산

,

결제, 예탁 등 자본시장 후선업무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 프로
젝트 수행을 검토중

□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캡테크

￭

(CapTech)

빅데이터를 제공(증권정보포털

SEIBro

업체를 대상으로 증권정보

정보)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

한 핀테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중￭￭
￭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본시장과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증권,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를 의미
￭￭ 2016년 12월 현재 총 12개 캡테크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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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

□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
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장
(

: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최근 금융회사에

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표준화￭
￭ <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43쪽) 참조

―

고객의 생체정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금융회
사간 생체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 생체정보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해킹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
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회사

,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설치· 운영

―

전자금융포럼 설립(2015.3월, 분기별 개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비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개편(2016.3월),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
그룹 설치(2016.7월)

□

BIS

CPMI

등 디지털혁신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각국의 디지털혁신 진전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논의

―

아울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글로벌 혁신 진전 현황 등을 국내
금융기관 등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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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관련 협의체 및 기구(핀테크 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을 추진￭
￭ <참고4>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45쪽) 참조

― 공인인증서 사용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인하￭ 및 소액외화이체업 허용￭￭ 등 관련 규
제 완화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10억 → 3억으로 완화(2016.6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6.3월)으로 핀테크 등
외화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의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크라우드펀딩법(2016.1월)
등 핀테크 관련 제도도 마련
￭ <참고5>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47쪽) 참조

―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

(2015.3

월)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

픈 플랫폼을 구축(2016.8월)

ㅇ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개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기술시연 및 제휴기회를 제공
￭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핀테크 서비스 등을 투자자들에
게 시연, 공개하는 행사를 의미

ㅇ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
로그램을 표준화된

Open API

형태로 제공

―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를 구성(2016.11월)하여 운영￭

T/F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전문가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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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
□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
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 금융회사협의체로 금융공동망 구축,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안전대책 및 핀테크 활성
화 논의 등 국내 금융정보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의장은 한국은행 부총재이며 현재 은
행, 증권, 카드, 보험, 유관기관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중

―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
관리 표준을 마련
―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
― 이는 바이오인증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
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 지문, 정맥, 홍채 등의 바이오인식기술은 서비스 환경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선택

□ 동 표준을 통해 개인 바이오정보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
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
― 금융회사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
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
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고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
― 또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
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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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
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
―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먼저 2017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시범사업은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돈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업종 및 적립수단을 다
양화하는 등 사업을 추진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구성·운영)
□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정보화 사업을 발굴, 공동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산
하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WG)을 운영(2016.7월)
― WG는 금융회사, 금융보안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2016년 7월~11월중 정기회의(4회) 및 수시회의(2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
금융회사간의 업무제휴 대상 확대 및 공동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 그동안 논의된 안건중 모바일 결제수단의 CD/ATM 이용 확대를 위해
CD/ATM 이용표준￭ 개발을 제안, 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에 검토 의뢰
￭ 현재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CD/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모바일 카드를 발행
한 은행 또는 제휴를 맺은 은행 기기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한데 타행 기기를 이용
하여 인출이 가능하도록 CD/ATM 이용을 위한 표준 및 공동이용방안을 마련

― 표준이 개발되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표준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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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
□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원회, 2015.1)
등을 통해 규제 정비, 지원기구 설치 등 다각적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중
(최근의 규제·제도 정비 내용)
□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 벗어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
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을 위해 특정 보안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보안성 확보를 유도
￭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대면방식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제도
및 규제체계를 신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거래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제도화, 보험·자산관리 등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
화 방안 마련 등
□ 신규 핀테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 전자금융거래법제를 재정비하여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고 실질적
금융거래 성격에 따른 업권 정의 및 건전성 규제 차별화 방안 마련을 추진
하는 한편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 예를 들어 실질이 유사한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업
등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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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체계 구축)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체계 마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와의 협력 하에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금융보안원, 각종 협회 등
￭￭ 사업성 검토, 인·허가 관련 행정·법률 상담, 자금조달 자문, 금융회사와의 연계 지원 등

― 또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
하여 민관 협의체인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구성(분기별 회의 개최)
□ 핀테크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실시
― 2015년중 2천억원, 2016년중 5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직접투자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금융위원회, 2016.10)

(인프라 강화)
□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16개 은행, 25개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 잔액조회·이체 등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전환하여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
하여 개발된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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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 예금·대출, 입출금 등 주요 은행업무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 데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의 영업환경이 성숙
￭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중 비대면거래(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는 2016년 6월중
89.7%(대면거래 10.3%)를 차지. 한편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중 모바일뱅킹 비중은
61.3%(건수 기준)

―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
며 카카오뱅크는 2017년 1월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상반기중 영업 개시 예정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은 중금리 가계대출과 지급결제서비스가 중심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영업분야 모두 디지털기술의 성공적 활용이 관건
― 기존 고금리대출 차주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권
재무정보 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기법 고도화가 긴요
― 또한 기존 KT 또는 카카오 가입자 등을 고객으로 흡수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ㅇ 케이뱅크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 간소화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
￭ 판매자는 카드수수료를, 카카오은행은 네트워크(PG, VAN) 사용료를 각각 절감하고 그
혜택을 소비자 등과 공유함으로써 이용기반을 확충할 계획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메커니즘1)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주: 1)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소형 쇼핑몰의 가맹점
역할을 대리해주는 PG(Payment Gateway)사가 제외되고 VAN(Value Added Network, 신용
카드 정보 조회)사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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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혁신의 금융서비스 및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

□ 최근 디지털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핀테크부문이 빠르게 성
장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지급결제, 여신, 투자 및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발생

□ 현 시점에서 디지털혁신이 국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얼마만큼 협업을 통해
혁신을 촉진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의 시장 구조 및 리스크 요인

,

규제와 감

독, 중앙은행 업무 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디지털혁신의 전망

□ 디지털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및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
현상은 앞으로 크게 심화되면서 금융서비스가 금융회사 중심을 벗
어나 다기화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
기술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변화

자료: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2016)를 일부 수정

― 다만 이러한 현상의 진행 속도 및 범위는 금융서비스 분야별 그
리고 민간기업·
운영기관·정책기관의 대응 노력 및 전략에 따
FMI

라 각각 진전 양상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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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분산원장기술

￭

등 금융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가 초기에

는 다소 과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인 변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Gartner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가 2016년 8월 시점에서 Hype Curve의
최고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s)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평가
(Gartner, 2016)
￭￭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실현가능성과 별개로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
가 형성(hype)되지만 성과(performance)나 업무에서의 채택(adoption)까
지는 상당한 시차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Gartner, 2003)
기술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 모델

자료: Gartner(2003)

□

당분간은 분산원장기술을 중심으로 개념검증 수준에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실제
출시되면서 기존 서비스와 공존하며 차별화 노력이 진행

― 금년부터는 분산원장기술이 개념검증 단계가 아닌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출현하는 등 완성된 금융서비스 형태로 본격 제공
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분산원장기술 채택 로드맵
시기

발전 단계

2014년~2016년

블록체인의 가능성 평가: R3, Hyperledger 등 컨소시엄을 통해 분산
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을 논의

2016년~2018년

개념검증: 일부 업무(국제송금, 무역금융, CDS, RP 거래 등)에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테스트

2017년~2020년

비즈니스모델 출현: 초기 PoC 그룹뿐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도 검증
된 서비스 채택 시작, API 활용 등

2021년~2025년

확산: 안전성, 효율성이 검증되면서 더 많은 부문으로 활용이 확산

자료: Morgan Stanle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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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

사의 시장 진입,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안드로이드페이 및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 상존, 알리페이의 국내법
인 설립 예상 등

□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 검증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디
지털기술 활용분야가 급증하는 등 혁신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2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
별로 분할(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핀테크에 의한 금융업의 분화
<이전>

―

PwC

<이후>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향후

사업중 약

년내 자신들의

5

가 핀테크의 발전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23%

￭ 46개국의 글로벌 금융회사(응답자 비중 약 80%) 및 핀테크 기업(응답자
비중 약 20%)에 소속된 최고경영진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Blurred lines: How FinTech is shaping financial servi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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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 및 송금 분야

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

(28%)

었으며 은행(24%), 자산관리(22%), 보험(21%) 순으로 나타남

ㅇ 한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 업무의

1/3

정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

□ 다만 비금융회사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체해
나가는 것은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지급 및 송금 분야) 진입장벽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

(loyalty)

가 높지 않아 핀테크 서비스가 은행과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서비스 시장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

ㅇ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우 소비자 경험

(consumer

이 서비스

experience)

선택의 핵심요소로서 공급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이용절차 등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

―

(

대출 업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제

한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기존 은행의 대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ㅇ 대출은 자금모집뿐 아니라 여신 심사

,

사후 관리 등이 중요한데

핀테크 업체들이 단기간내에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와 신뢰성
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ㅇ

자산관리서비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 중심으로 발전

(

해 나가면서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장이 분할될 가능성
다수의 여유층 시장(mass

affluent

market)

대상으로는 로보어드바

이저를 기반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소수의 부유층 대상
으로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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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 현재와 같이 투자 투기적 거래, 제한
된 영역에서의 지급수단 활용 등에 그치고 기존의 화폐 및 지급
수단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울 전망
(

(2) 금융시장인프라의 변화

□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이 금융시장인프라
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역할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금융결제원 등 소액결제시스템 중계기관의 경우 전통적인 금융회
사간 정보중계센터의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정보중
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는 불가피

ㅇ 금융회사 채널의 이용도 하락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참가자간
직거래 확산 등은 전통적 중계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
,

ㅇ

그러나 참가자간 직거래가 모든 지급거래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계기관의 역할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ㅇ
―

또한 분산원장기술이 확산되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우선 적용되
고 기존의 해당 네트워크 관리, 참가기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이 필요
자본시장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인프라 운영기관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완전한 디
지털화가 필요하지만 해결해야할 기술적 제도적 과제￭들이 존재
(

조성훈,

·

2016)

￭ (기술적 문제) ① 현재의 분산원장기술은 일반적인 자본시장과 같은 공개
시장의 거래 속도 및 빈도를 감당할 수 없음 ② 시장참여자들에게 분산원
장기술의 보안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함 ③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에 기록된 거래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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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증권거래 플랫폼 관리, 이해 조정, 신
규 참여자의 승인 등 네트워크 지배구조에 대한 설계도 어려운 문제

ㅇ 이에 따라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은 기
존 시스템의 대체 목적보다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 또는 서비스
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중개 및 거래정보의 분산 저장과 처리 등의
업무에 분산원장기술 적용이 커지면서 거래, 청산, 결제, 기록보관
등 중앙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

―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은 다양한 시장 및 시스템구조에서 거래

,

청

산, 결제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소액결제시스템을 넘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
장소 등 금융시장인프라에까지 큰 영향을 줄 가능성(BIS

CPMI, 2015)

부문별 금융인프라 구조 변화
구분

구조변화

국제송금

중개은행 및 SWIFT 등 기존 인프라를 분산원장 시스템이 대체
(Ripple 등)

자본시장

증권의 발행, 등록, 거래 등이 크게 효율화되고 기존 중개기관의 기
능 축소

무역금융

기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무역금융 절차가 자동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고발생 확률이 감소

규제준수 및 감사

거래데이터의 실시간 보고, 감사가 가능해지고 기관간 비교 및 통합
이 용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고객신원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지고 규제준수비용 절감

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자동화되고 보험사기 위험 감소

P2P대출 및 보험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마이크로보험 활성화

자료: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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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 금융업의 분화 현상

,

FMI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금융서

비스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

―

탈집중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

금융서비스를 종합적(packed)으로 제공하는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이를 해체(unbundling)시켜 경쟁력 있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

―

탈중개화) 탈집중화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

(

로 작용하는 데 반해 탈중개화는 기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
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4)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약화 가능성

□ 혁신적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 금융업 모
델이 분화됨으로써 금융회사가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누
리지 못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 프로세스에 비금융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예대 마진, 지급결제 관련 수수
료 등 전통적인 수익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Economist,

―

2015)

예를 들어 간편결제 등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혁신적인 금융서비
스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축소

― 또한 여타 서비스의 경우에도 더욱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와의 경
쟁으로 인해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의 압박에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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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서

중심적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Economist, 2015)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시입출식계좌(current

account)

는 입출금 및

지급수단으로서 편의성 및 비용 효율성이 높으며 예금보호를 받
고 있어 위험회피적인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

―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신 흐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ㅇ 은행은 유사 서비스의 제공

,

기업 인수 등의 전략을 통해 검증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따라잡기가 용이

□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기존 은행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
기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공급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
로 예상
(5)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금융(ubiquitous

―

IT

기업,

SNS

banking)

환경이 조성

업체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개인간 송금 및

지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편익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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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변화로 IT기기 미이용자 등에서 금
융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가능

□ 아울러 데이터 활용도 및 정보처리 속도의 상승

중개비용 절감 등
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비용이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
,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서비스 제고 및 가격인하뿐 아니라 거
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ICT 투자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 가능
,

□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자
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혁신이 새
로운 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Levine(2005) 등은 금융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용의
확대(credit expansion)가 아닌 자본의 효율적 배분(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이라고 분석

― 금융은 그간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기
술발전의 혜택이 금융중개비용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으로 평가￭
IT

￭ Philippon(2016)이 미국의 188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단위당 금융중개 비용은 2.0% 내외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
단위당 금융중개 비용

주: 2012 Data는 1886~2012년, New Data는
2015년까지 연장
자료: Philipp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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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방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
제 및 간편송금의 이용 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
려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
￭ 숫자와 문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수단은 사고발생시 재발급이 용이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재발급이 어렵고 유출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

― 해킹

,

도난 등에 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피

해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의 신뢰성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디지털혁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도 중요한 리
스크 요인에 해당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프로그램매매와 같은 성격의 거래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되는 경우

·

주식 채권시장의 이상급락(flash-crash)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
크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여러 지역의 참가자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처리함에
따라 특정 국가의 규제 및 감독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지면서 관할
권역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네트워크의 경우 필요 시스템의 개발 및 관
리를 조율할 메커니즘 등 지배구조가 전통적 시스템에 비하여 취
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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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안정

□

디지털혁신은
(resilience)

―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

복원력

향상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긍정적 기여 가능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은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소수의 대형 금융
회사에의 의존도를 낮춤

― 결제 및 청산 속도의 단축

자금의 다양한 활용 등으로 금융서비

,

스의 효율성을 향상

―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면 다양한 분산원장의 존재로 특정 기관에
의한 전체 시스템 실패(single

point

of

failure)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반면 금융시스템의 제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로 인한 저신용 소비자 대출 증
대, 고레버리지 기관의 투자 증가 등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가 늘어날 가능성

―

신규 핀테크 업체가 결제시스템 등 핵심 금융인프라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업체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지급 및 결제의 빈도가 높아져 금융사고의 감지 및 관리가 어려
워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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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빅데이터 사용 및 기계학습의 도입은 유사 모형의 사용
또는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
킬 위험

□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그림자금융 확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의 전통적인 역할인 중개기능을 약화시키는 반면, 은
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으나 은행과 유사한 금융중개기능을 제공하
는 비은행기관을 확대시킬 가능성

(2) 감시·감독

□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 감독
·

,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
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

―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
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 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

―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
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

□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

리스크의 출

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
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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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

□ 단기적으로 중앙은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인 금융부문 구조 변화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자
의 참여 확대에 따른 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등
이 요구될 가능성,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 등에 직면할 가능성
￭ 가령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 참가 요청이 증대

―

디지털혁신이 금융 생태계(ecosystem)의 구조를 변화시킬 경우 기
존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금융시장 참가자 증가로 통화정책의 富의 경로가 강화(Carney, 2016)

―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의 확산은 중앙은행에
잠재적인 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할 가능성

ㅇ

가상통화의 법정통화 대체로 법정통화의 유통이 축소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 보유 자산의 감소와 중앙은행 시뇨리
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ㅇ 그러나 기존통화를 대체하여 가치척도로 기능할 인센티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상통화의 사용이 기존 통화의 지위를
대체할 정도로 확대되는 데에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비트코인이 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수단에 비해 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신규 비트코인 발행을 통해 채굴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 총 공급 규모가 궁극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같은 보
조금 지급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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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1

핵심 전략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 확대)

□
□
―

디지털혁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업계, 핀테
크업계 등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
주요국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으로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산업 발전의 기폭제,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실행
금융혁신은 경쟁기반을 특정 지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시
키는 만큼 국내 핀테크 생태계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

― 특히 국내 금융부문에서의 새로운 지대추구나 참가자들간 시장탈
취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본배분의 효율화, 금융거래비용의 감축,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

□

아울러 금융혁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의
핀테크 업체와 금융혁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 등을 정확히 파
악할 필요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

현 시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의 틀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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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현 단계에서
이를 강하게 규제할 경우 혁신 발생을 저해하는 데서 오는 비용
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우선은 디지털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하여 개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
드박스나 혁신허브(innovation

hub)

등 혁신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또한 감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도
록

R egT ech

￭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 핀테크의 일종으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아울러 수수료 인하, 시스템 개방 등 금융서비스부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자발적 및 공동의 노력이 필요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

일부 이슈의 경우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

―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유효성(legality),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거래 메시지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자금결제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의 보장 여부￭, 소유권 부여방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음
￭ 특히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로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더라
도 확률적으로는 거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

-62/77-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디지털표준 개발)

□ 시장의 분산화 방지

·

시스템간 또는 신 구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촉
진 등을 위한 디지털기술 표준화 논의를 진행할 필요
,

― 산업 주도 표준화와 규제당국 주도 표준화 중 어느 쪽이 바람직

한지는 불명확하나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규제당국 주도의 표준화는 지양할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표준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호환성 향상, 신뢰성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 접근 및
경쟁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

― 다만 표준화가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
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

주체별 과제

(1) 정부

□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디지털혁신을 촉진하
는 것과 적합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대분될 수 있음

(혁신 촉진)

□
―

정부는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산업 발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디지털혁신을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을 독
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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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디지털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년에 신설하는 민관합동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

￭ <참고6>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참조

□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
록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

<참고6>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6.12.29)

□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
화 대응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
□ 또한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혁신 정
책을 추진
― (핀테크 활성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 핀테크 규제 혁
신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2017.1/4분기)
― (자본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2016년 20.5조원 → 2017년 34조원)
하고,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촉진
―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2017.1월 국회제출),
법제정 전 추진 가능과제는 모범규준 개정(2017.1월)을 통해 조속히 시행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

□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
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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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
적 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 민간 가상통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규제 및 과세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
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특히 당분간 기술 적용사례가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참여, 지침 발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의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

□

아울러 규제차익(regulatory

을 목적으로 한 국가간 거래활동

arbitrage)

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제약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
(소비자보호 및 불법거래 차단)

□ 견고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혁신적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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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상통화 관련 금융사기

대출금 미상환, 로보어드바이저 불완

, P2P

전판매 등 발생 가능한 피해 상황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ㅇ 간편결제의 경우 무권한

(unauthorized)

지급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
시 사고 책임 분담도 명확히 할 필요

□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자금 유출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성이
증대된 금융시스템이 불법적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

―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Laundering)

KYC(Know Your Customer),

AML(Anti Money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디지털혁신 활성화를 유도해가는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부문 등
에 불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기반(level
field)

playing

조성에 유의

― 의사결정 과정에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절차 확보 필요

― 또한 기 진입자 위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가 시장 신규 진입
을 차단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

―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비

금융회사간 등 특성이 다른 사업자간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방안을
강구하면서, 규제차익에 따라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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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

□ 디지털혁신은 소액결제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잠재적으로 커
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금융시장인프라에서의 디지털기술 사용에 대해 연구할 필요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
련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과 보안 취약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

(발전 촉진)

□ 분야별 핀테크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혁신
을 촉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 중
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관련 기관간 협업 및 정보교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술표준 마련, 분산원장기술이 적용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추진

□ 디지털혁신 관련 핵심기술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
해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

(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
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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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
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
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
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
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
(금융안정 노력 강화)

□ 우선 접근성 제고로 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
여금 적절한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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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지형 변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

□
□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증가는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비개입이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및 가격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
탈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규제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혁신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감시체계의 구축이 긴요

― 금융회사에 비해 감시 수준이 낮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

―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보고시
스템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국제협력 강화)

□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논의시 개진하고 취득한 주요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
FSB, BIS CPMI

― 현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은

및 CPMI-IOSCO의 디지털혁
신 WG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
(

)

BIS CPMI

□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부문 및 학계의 디지털통화

분산원장
기술 등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내용을 관련 기
관과 공유할 계획
,

― 이를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는 한편

,

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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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와 네트

(3) 민간부문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이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시 금융상품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

□ 또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소위 현직효과

(incumbency

advantages)

를 기

반으로 디지털혁신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대규모 자금력, 폭넓은 기존 고객층 등을 바탕으로 비금융 신규
진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으므로 핀테크 혁신
을 위기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장에
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다만 기득권을 고수하는 전략보다는 디지털혁신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개방· 수용하고 핀테크 업체와 협력· 공존하려는 노력
이 중요￭
￭ 구글, 애플 등이 자사의 플랫폼 확산을 위해 소스코드 등을 무료로 제공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

― 동시에 기존의 높은 신뢰 기반 유지 노력을 통해 혁신과 안정 사
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아갈 필요
(비금융회사)

□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독자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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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금융회사가 선점한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비효율성이 존
재하는 금융서비스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

ㅇ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공 후 연관된 다른 분야로 업무
를

점진적으로

(restructuring)

확대해

나가면서

금융

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Kuroda,

가치사슬의

재편

2016)

□ 한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는 단계에서 비금융회사 고유의 사업
리스크 관리에도 노력할 필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 수수료 인하

,

거래시부터 최종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등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

□ 금융혁신기술이 소관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
여 연구를 강화하고 그에 대비

―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플랫폼 개발 등 개념검증 프로젝트 수
행을 통해 실제적인 테스트 및 운용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

□ 아울러 기능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배구조의 재설계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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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현황

2008. 2

지급결제의 이해

2008. 4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2008. 5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6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의미와 과제

2008. 7

유가증권의 매매 및 결제 메커니즘

2008. 7

영국․프랑스의 증권결제 메카니즘

2008. 8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2008. 8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주요내용

2008.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2008.12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2009. 1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5

전자금융총람

2009. 6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정집

2009. 8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9. 9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2009.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9년 개정판)

2010. 6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2010. 8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2010. 9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10. 9

장외파생상품 CCP에 대한「CCP 권고안」적용 지침

2010. 9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고려사항

2010.10

Repo 청산결제제도의 강화

2010.10

Payment Systems in Korea

2010.11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2010.12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2011. 1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2011. 2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1. 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 수용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11. 4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2011. 4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11. 6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2012. 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2012. 7

주요국 RP시장 결제시스템 개선의 주요 내용

2012. 9

유동성 공급충격이 콜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2.10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2012.12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

2012.12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2013. 4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발전 현황 및 주요 이슈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2013. 9

국내 RP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3.1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3.12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2014. 3

TR 국제논의 동향 및 과제

2014. 6

CMS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6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현황과 향후 과제

2014. 6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2014. 7

고객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처리시 결제패턴 변화 분석

2014. 8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2014.10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2014.11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2014.12

ASEAN+3 역내 국제 증권결제인프라 구축 논의 현황 및 과제

2014.12

국내 금리스왑 CCP의 리스크 관리제도: 개시증거금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5. 1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5. 4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2015. 6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당행 업무에 대한 시사점

2015.11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2015.12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2016. 1

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6. 1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2016. 1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6. 1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2016. 2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2016. 6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한 국내 FMI의 사이버복원력 강화 방안

2016. 7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

2016. 8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

2016. 9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12

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6.12

2016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7. 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