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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Klaus Schwab 의장

알파고(AlphaGo)와 인간의 바둑 경기에서 알파고의 승리
“정보통신망(internet)을 기반으로 사물, 공간, 산업, 사람을 지능적으로 융합하여 인류의 사회
, 경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상”
초지능기술의 융합 혁명 시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4

금융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현상-금융기술(FinTech)의 발전 현상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업: ‘자동투자자문장치’(Robo-advisor)의 등장

2) ‘단위별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거래 ‘암호화자산’ (crypto asset) 거래
3) ‘대규모정보’(big data) 분석 시장의 발전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당사자 직접 금융거래(P2P: Peer-to-Peer)

5) 간편 결제 및 송금: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6) 인터넷전문금융업
7) 금융보안(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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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금융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업무의 등장
‘자동전산체계’(algorithm)를 이용하여 투자 자문이나 자산 운용

을 하는 ‘자동투자자문자산운용업’ 의 등장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자동투자자문장치”(‘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정거래 탐지 체계 및 여신 심사와 관련된 자료 분석이나 고객
응대 업무에 인공지능 사용

인공지능(AI)의 개념
인지 및 학습(learning) 등 인간의 지적 능력(지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
인간의 지시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가지고 판
단하여 동작하는 것

즉 컴퓨터의 전산정보장치 체계를 통하여 인간의 지능을 구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심층학습(deep learning)

인공지능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현행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공지능의 운영자?
인공지능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 아래에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인공지능 운영자의 의사표시로 해석 가능

만약 인공지능의 운영자가 설정한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는가?  착오로 계약 취소 가능?
인공지능은 운영자의 대리인(agent)인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인공지능이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인공지능의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함(제750조)
그렇다면 인공지능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함

잘못된 전산체계 설정의 경우 운영자의 고의 인정 가능
과실의 판단은 불법행위자가 속한 평균적인 집단을 판단 기준으로 함
인공지능의 경우 이러한 평균집단 설정이 가능한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전산체계 개발 단계에서 피해 발생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
그러나 전산체계 개발 후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여 그 학
습의 결과로 행위를 한 경우에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인공지능 자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움

그러면, 인공지능 운영자나 개발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 운영자나 개발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Block Chain을 활용한 ‘암호자산’ 거래와 새로운 지급
결제 체계의 등장
‘단위별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 정보통신망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정보를 검증
하고 저장함으로써 공동으로 기록되는 분산화된 공개 장부(distributed ledger) 기술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자산’(crypto asset) 거래

Block Chain 기술은 증권 거래나 지급 결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도 활용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큼: smart contract 등

출처: <https://blogs.wsj.com/cio/2016/02/02/cioexplainer-what-is-blockchain/>

‘화폐’의 기능
1) 교환 수단(medium of exchange)
2) 가치 척도(measure of value)수단: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  안정적인 가격 변동성, 시장 가치
3) 가치 저장(store of value): 언제든지 재화나 용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  높은 유동성, 가치의 안정성
4) 지급 수단(신용 기능): 교환수단 + 가치저장

비트코인 등은 ‘화폐’인가?
법적인 의미에서 ‘화폐’의 정의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법화(法貨) = 법정 화폐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발생

통화(通貨)=‘통용력(通用力) 있는 화폐’=법정화폐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자산’(crypto asset)
비트코인 등은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자산’(crypto asset)에 불과
금(gold)과 유사한 자산
G-20,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암호화자산’이라고 명칭 변경
일본도 최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

한국은행도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으로 표기(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 7)

대규모정보(big data) 분석 시장의 성장

대용량(volume), 높은 다양성(variety), 빠른 속도(velocity)의 속성을 가진 비정형화된 정보
외부정보저장(cloud) 기반 전산운영체계(platform)와 대규모정보 분석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지역 위치 기반 정보와 각종 기상, 교통, 기타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에게 창업 정보 제공하는 사례

유통회사 거래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물품납품업체의 금융정보를 분석한 회사의 주가 예측

개인정보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사전 동의(opt-in) 제도

2016년
식별화
개인정부의
정보 vs. ‘비식별화
비식별화 개인조치
정보

기준 지침’ 마련  법제화 필요

정보통신망상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직접 금융거
래(P2P) 시장의 성장
Crowd funding 시장
증권형 P2P금융 거래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제도화(2016. 1) 투자 한도 규제에 따른 시장 성장의 한계

P2P 대출 중개 시장  관련 법 제정 미비 P2P 대출 산업 성장에 한
계

감독당국에 의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한 간접적 규제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의 한계 투자자 피해 사례 발생

원리금수취권매입형 거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11.2)

간편 결제 및 송금업 시장의 등장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페이코 등 금융기술업체가 개발한 간편
송금 결제 수단의 등장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도
입 비금융기업이 금융업에 진출  저렴한 수수료로 금융소비자에게
혜택

선제적인 법제 정비 필요 사례

인터넷전문금융업 시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2017년 2개 은행(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비대면 금융실명 확인 허용(2015
. 12)
‘은산(銀産) 분리’ 규제 원칙의 쟁점

인터넷전문증권회사(㈜키움증권)

인터넷전문보험회사(㈜교보라이프플래닛)

향후 인터넷전문상호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신용협동조합의 등장 가능성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편화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음

금융 보안(security) 시장
정보통신망 상에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 보안(security) 시

장의 중요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는 편리성도 있지만 전산 장애나 보안 사고
등의 위험성도 존재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이 금융 보안 전담 기관으로서 금융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체적으로 처리

전문인력이 필요

III.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새로운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필요

대표적인 사례: P2P 대출중개업과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P2P대출중개업: 법제 미비로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

소액해외송금업: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의해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되
기 전에는 간편송금 결제 기술 개발업체가 해외송금업 영위 불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금융기술 정책 수립 필요

사전 규제의 완화와 사후 규제 강화

금융산업 규제의 특징: 강한 사전 규제 열거주의 규제(positiv

e) 방식

예)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위한 사전 규제 방식: 사전 동의 제도

 강한 사전적인 규제는 대규모정보(big data) 활용에 걸림돌
개인 정보 오남용 또는 유출 시 강한 제재를 하는 사후적 규제 강

화 방향이 필요

원칙 중심 규제 체계의 정립

‘규칙 중심 규제’ (rule-based regulation) 체계에서 ‘원칙 중심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체계로 전환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공정하고 명확

하여야 하며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not misleading)"는 문구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필요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필
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2019년 4월 시행
‘한시적 규제 면제 제도’(Regulatory Sandbox)의 실시

‘혁신금융업’- 금융위원회의 심사 승인
징벌적(punitive) 손해 배상 제도
피해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 필요

인공지능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의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인공지능 자체 vs. 인공지능의 운영자 또는 개발자
인공지능 자체에게 법인격 부여하는 ‘전자적 법인’(electronic person) 개념 인정 필요
인공지능 자체에게 책임 물음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유럽연합(EU)도 로봇에게 법인격 부여 방안 제시
인공지능 이용자가 출연한 기금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는 필요한가?

제도화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및 block chain 기술의 발전 도모 가능

법률 제정 방안
암호화자산 거래 중개업체의 인가제 도입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금융 보안, 설명 의무,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예치금 제도 등

향후 과제: 중앙은행이 법정 ‘암호화폐’ 발행 방안
중앙은행이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법정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발행 방안 연

구 필요
암호화자산이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법정 화폐로서 기능

명실상부한 현금과 카드 없는 신용 사회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가 추구하는 목표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소멸?

대규모정보(big dat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취하고 있는 사전 동의제(opt-in)에서

사후 거부제(opt-out)로 전환
개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하는 개인 정보 보
호 체계 필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기준을 명확히: 법적 근거

공공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직접 금융거래(P2P)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제 구축 방안

P2P 대출 거래 규제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 법
적 불안정성 해소

대출중개업체의 등록제, 투자자 보호 방안,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 등을 도입
증권형 P2P 금융거래의 경우도 투자 한도 등의 규제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 필요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금융기술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대학원 설립
금융기술입문(Introduction to FinTech), 인공지능의 이해(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
telligence), 사업 지능(Business Intelligence), 대규모정보분석(Big Data Analytics), 대규

모정보관리(Big Data Management), 정보채굴기술(Data Mining Technology) 등

금융기관 자체 연수 및 재교육 강화 금융기술 전문 과정 개설

금융기술 관련 대학교 학부 교육 개편 방안 금융기술 전공 과정 개설

IV. 마무리

규제혁신과 선제적 법제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금융업
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법제 마련이 중요

전문 인력 양성

금융당국 및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중요 전문성 제고 절실

선제적 법제 정비와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 발전

Q&A

감사합니다
출처: 고동원,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 집문당,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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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한은금요강좌」의 수강
(https://www.bok.or.kr)

신청과

취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

신청일시 : 월요일 09:30 ~ 금요일 09:30

■

수강신청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교육신청/한은금요강좌

가능

-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2015년 4월부터 수강신청 후 결석 3회 이상 시 60일간 신청 불가능
■

수강취소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
- 금요일 09:30분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

■

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SNS로그인 사용불가)

□ 「
■

」

수료증은 매월 한은금요강좌가 개최되는 마지막 금요일에 직전 주까지의 쿠폰
(E-coupon)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출력 가능
* 기본과정 : 25매 이상, 전문과정 : 50매 이상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수료증 발급”에서 출력

□
■

쿠폰은 ⓵ 강좌 당일 오후 2시까지 강의실 입장, ⓶ 강의 종료 후(질의응답 시간
포함) 퇴장 및 출입증 반납 및 ⓷ 답변기한 내 설문서* 제출한 경우에만 발급
* 설문서는 강좌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
★ e-mail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야함 ★
√ 수강신청시 사용한 로그인 방법(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동일하게 사용

■

강좌 개최 다음주 수요일부터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쿠폰 유효기간 : 5년

□
■

:
전화 : (02)759-5392, 4269

■

e-mail : ecoedu@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