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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융합형 금융서비스를 지칭하
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눈부신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핀테크의 확산에 따라 금융산업이 받는 영향은 당연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온갖 기술에 기초하여 다양한 부
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금융산업의 여러 영역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일괄
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핀테크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이 가운데 정보생산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
의 핵심 기능의 하나가 정보생산이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중개회사
(financial intermediaries) 및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
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함으로써 양자를 중개한다. 비대칭 정보
문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복평가(duplicated screening)와 같은 계
약 이전의 비대칭 정보 문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계약 이후의
비대칭 정보 문제로 구분된다. 최근의 은행이론 및 금융중개이론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금융중개기능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다.1)
그런데 핀테크의 핵심 중 하나도 빅데이터를 금융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P2P(peer-to-peer)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은 물론 많은 금융회사들이 빅데
이터를 신용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K뱅크
나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신용분석에 이용하겠다는 포
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은행 등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 즉 차입
자의 신용분석과 모니터링 역할과 관련하여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
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정보를 계량화가
수월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와 계
량화 및 전산처리가 쉽지 않은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로 구분하여 분석을
1) 정보의 생산이 금융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금융의 기능이 이것만인 것은 아니며 위험
(risk)의 거래, 분산 및 관리, 저축의 동원과 모집,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등도 금융의 중요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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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연성정보는 금융회사와 차입자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 신용평가가 어려우며 상시탐방 등을 통하여 차주의 영
업능력, 성향, 기업문화, 평판 등 연성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차입자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처리가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고 할 때 정보 흐름을 둘러싼 환경과 기술이 변화하는 경우 금융업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형 금융이 더 위축될
것인지, 은행업의 규모의 경제가 더 커져서 대형화 추세가 강화될 것인지,
금융업 사업모델의 다양성이 축소될 것인지 등의 이슈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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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핀테크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론
최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SNS·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
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 플랫
폼의 장점을 활용한 송금·결제·자산관리·펀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적
인 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 금융업무 간 시너지와 핀테크
금융업은 규제가 많아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IT 기
술의 발전, 인터넷 세대의 등장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테크 기업
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
산,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의 하락 등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
능하게 하는 요인이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web 기반의 신규 사업자를 신뢰하는 경향과 금융혁신이 기존 은행이 아닌
기술 기반 기업(tech group)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소비자들의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
지고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핀테
크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은 예금 수신과 같은 핵심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
나 우수한 IT 기술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
융서비스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핀
테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금융권이 수행하던
여신심사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대출을 직접 중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산업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던 자
산관리서비스를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
는 핀테크 기업도 등장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래 핀테크 발전은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금융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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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인 핀테크 사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
요한데 규모가 크고 업무가 복잡한 은행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신
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IT 벤처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2) 수천, 수만개
의 신생 핀테크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 상황은 이러한 점을 잘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 핀테크 사업 영역

자료: 권준석(2017)

2. 핀테크와 금융안정성
핀테크산업이 발전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자명한데 각 분야의 경쟁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2) 이와 관련하여 Danske Bank의 소매금융 본부장인 Tonny Thierry Andersen는 다음과 같이 언급
한 바 있다. “If you want to come up with a new product in a bank, any one of 50 people
internally can shoot it down. If you’re a startup, you can go visit 50 venture capitalists
and you only need one of them to give it a green light.”(The Economi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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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첨단 IT 기술을 지급
결제 및 송금 등에 접목시키고 있어 지급결제 및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격
화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면 대출시장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
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에서처럼 대출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파악한 중소기업 등 고객의 정
보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한 고객에게 대출 및 예금을 포
함한 다양한 상품을 파는 방식의 금융중개 형태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신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은 상시탐
방을 통하여 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정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즉 계
량지표 이외에 차주의 영업능력, 성향, 기업문화, 평판 등 정성적 요인 및 인
근 지역이나 거래처, 온라인 상에서의 평가 등 주변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기
업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를 비대면 거래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미국의 경우 개
인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의 비중이 기업대출보다 높은 상황인 것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지점 없는 인터넷은행으로 출발했던 일본 인터넷전문은행들
이 최근 지점을 설치하거나 미국의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행 경력의
대출전문사원을 활용하는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정보 수집 및 모니
터링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대출시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대출중개업체들의

사업모형이

될

수

있다.

PayPal, 알리바바 등 여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씨티은행, Deutsche Bank 등도 SNS 데이터, 거래정보 등의 분석
을 신용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일 향후 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대규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대출업무에 접목시키는 경우 기존 은행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대출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전통적인 은행이론(banking theory)에 따르면 은행업은 예금, 대출, 지급결
제 등의 서비스를 융합함으로써 얻는 시너지(또는 범위의 경제)에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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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Kashyap, Rajan & Stein (2002)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업무는 일종의 유
동성 보험(liquidity insurance) 업무로서 예금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업무
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Myers & Rajan (1998)에 따르면 예금주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로 인하여 은행은 유동성 높은 자산과 유동성 낮은 대출자산을 함께 보유하
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은행이 지급결제 업무와 대출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은행은 여신, 수신, 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
업인데 각 금융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이 진입하게 되면 은행
이 받게 되는 영향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Han and
Kang (2017)은 핀테크산업 진입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있
다. 이들은 Boyd and De Nicolo (2006)의 모형에 채권시장을 포함한 비대칭
적 예금 및 대출시장 구도를 분석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대출시장과 예금시
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핀테크 업체들의 대출업무 취급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 업
체들이 예수금시장에서 수취한 자금을 채권시장에서 운용함에 따라 예수금
시장만 경쟁이 격화되는 비대칭적인 구도 출현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출시
장에서는 공급여력 저하, 즉 대출공급곡선의 좌향 이동 및 이에 따른 대출여
력 축소와 대출금리 상승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은행들은 종전보
다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에 나서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소지
가 있다.

3. 연성⋅경성 정보와 핀테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핀테크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retail market)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시장(wholesale market)에서의 경쟁구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업 부문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여 생산 및 투자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도매금융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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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니터링 등 정
보를 생산함으로써 자금의 궁극적인 원천인 예금주(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
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서 기업에 대한 정보는 크게 경성정보(hard information)과 연성정보
(soft information)로 나뉜다. Liberty and Peterson (2017)에 따르면 경성정보
는 수량화 및 저장이 용이하며 정보를 누가 수집하였느냐의 여부가 정보 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정보이다. 반면 연성정보는 정보를 수
집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거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내용
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이다.3)
어떤 종류의 정보를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업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경성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거래형 금융(transaction banking)이며 연성정
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다. 관계형 금융
은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에 대한 정성
적인 내부정보(연성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 정보가 부족하여 거래형 금융으로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떤 정보가 항상 경성이나 연성일 필요는 없으며
그 성질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전
에는 연성정보였던 것이 경성정보의 성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을
연성정보의 경화(hardening)라고 부른다. 또한 Liberty and Peterson (2017)에
따르면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경성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진다고 한다.
반대로 경성정보가 풍부해지면서 연성정보의 생산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Karapetyan and Stacescu (2013)은 경성정보와 연성정보를
구분하고 금융회사들이 경성정보인 신용정보를 공유할 때 오히려 연성정보
의 생산을 자극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Boot and Thakor (2000)은
자본시장의 성장이나 새로운 대출업체의 등장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3) Hard information is quantitative, easy to store and transmit in impersonal ways, and its
information content is independent of the collection process.... Soft information is private
and not verifiable as it involves a personal assessment and depends upon the context,
which is not easily captured and communicated. (Liberty and Peter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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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관계형 금융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은행들은 차별화에 힘
쓰게 되는데 정성적 내부정보에 근거한 관계형 금융은 차별화의 좋은 방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의 구분 하에 핀테크 발전, 특히 빅데이터
의 활용이 은행 등 금융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금을 조달⋅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이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등 정보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금융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형 금융
이 더 위축될 것인지, 은행업의 규모의 경제가 더 커져서 대형화 추세가 강
화될 것인지, 금융업 사업모델의 다양성이 축소될 것인지 등의 이슈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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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정보 생산
금융업의 정보 생산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에
서 언급한 Karapetyan and Stacescu (2013)나 Boot and Thakor (2000)은 자주
인용되는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핀테크나 빅데이터에 대해 직접 분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논문의 모형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Dell’Ariccia (2001)은 Salop (1979) 모형을 변형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시장
의 정보 비대칭성에 따라 은행산업이 과점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의 이익이 커지게 되므로 은행
의 정보 생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Hauswald and Marquez (2006)도
Salop (1979)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형에서는 금융산업에의 진입
여부를 내생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의 정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
동하는 금융회사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Dell’Ariccia (2001) 및 Hauswald and
Marquez (2006)의 분석은 현재 논문의 문제의식과 유사하지만 핀테크 또는
빅데이터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종류를 구분하는 보다 심층적
인 모형이 요구된다.
Karapetyan and Stacescu (2013)는 연성정보와 경성정보를 구분하여 은행
간 경쟁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만 이들의 모형에서는 동질적인 은행들만이 경쟁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핀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회사 사이의, 즉 이질적인 업체들 간의
경쟁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Karapetyan and Stacescu (2013)와 Hauswald and
Marquez (2006)의 모형을 결합하여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핀테크 업체와 기
존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분석한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지점이나 사무소 등
을 갖추지 않고 SNS나 기타 온라인 정보 등 경성정보에 기초하여 영업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경성정보 또는 연성정보에 주로 의존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정보 모두를 이용할텐데 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매
우 많아지게 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먼저 논리적으로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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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우선 빅데이터로 무장한 대형 IT기업과 역시 경성
정보에 의존하는 대형 은행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생각할 수 있다. 대형 IT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4) 즉 경성정보는 그
속성 상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가 없으면 독점적 보유나 이용이 쉽지 않다.
이 경우 경성정보의 전체 크기가 경쟁의 우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Broecker (1990), Sharpe (1990) 및 von Thadden (2004) 등은 한 차입자
에 대하여 복수의 금융회사들이 대출 제공 경쟁을 하는 경우 그 차입자에
대하여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회사는 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는 양(+)의 이윤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물론 빅데
이터의 수집, 집적 및 이용이 확산되더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업
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질적인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성정보에 비해 경성정보 간의 차이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결과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추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
기 때문에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형 IT기업이 자체 빅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의 이전 등에는 새로운 동의
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성정보에 기반한 대형 IT기업과 대형 은행 간의 기업금융시장 경
쟁은 양자의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질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 한 쪽이 시
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신용정보 조회
업(credit bureaus)의 사례를 보면 수백개에 달하는 신용정보 조회업자들이
여러 갈래로 인수 합병 절차를 거쳐 결국 3개 회사의 과점체제로 귀착되었
다. 신용정보는 대표적인 경성정보이므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경성정보에
기반한 대형 IT기업과 대형 은행 간의 경쟁 양상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은행의 경우 지점이나 사무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 경성정

4) 이와 관련하여 Bill Gates는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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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연성정보를 결합하여 경쟁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결합
정보에 따라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가장 우수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은행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연성정보
처리에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경성정보와 연성정보의 결합은 그리 현실적
이지 못하다. 이는 연성정보의 속성 상 연성정보의 생산, 처리, 이용 등이 구
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에서는 연성정보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
다. Stein (2002) 등은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보였으며 여러 실증연구에서
대형은행-경성정보, 소형은행-연성정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는 IT 기업이나 데이터 브로커가 여러
(소형)금융회사들에게 빅데이터 등 경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
때 금융회사의 연성정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데 금융산업의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IT 기업이나 데이터 브로커 등이 금융회사들에게 빅데이터를 차별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의 공급과 관련하여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의 공정한 제공 문제가 불거
질 수 있다. 또한 정보재의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IT 기업은 경성정보에 기반을 두는 한편,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연성정보로 경쟁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이 연구의 분석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alop (1979)의 모
형에 기초한 Karapetyan and Stacescu (2013)와 Hauswald and Marquez
(2006)의 모형을 결합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다.

1. 이론 모형
Karapetyan and Stacescu (2013)는 두 은행이 대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
에서 경성정보의 일종인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연성정보 생산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Hauswald and Marquez (2006)는 다수의 은
행이 관계형 금융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정보 생산(획득)과 경쟁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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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한 논문인데 이 모형에서 은행들은 연성정보만을 생산하여 경쟁한다.
이 연구는 두 논문의 모형을 결합하여 IT 기업들이나 data broker 등이 빅데
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 은행이 경쟁하는 대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한다. 또한 빅데이터로 무장한 IT 기업이 금융업에 직접 진출하여
연성정보에 기반한 (소형)금융회사와 경쟁하는 상황에 대하여 분석한다.
먼저 은행들에 대한 가정을 소개하면 Salop (1979)의 모형에서처럼  개의
은행들이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圓형의 대출시장에서 경쟁한다. 은행
업 진입의 비용은 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Engelbrecht-Wiggans et al.
(1983) 등에 따라  개 은행 모두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2개 은행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번째 은행과   번째 은
행 간의 경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Bank 

Borrower     



  

Marginal Borrower 

Bank   

한편 차입 기업은 圓형의 대출시장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와  두
종류이다.  기업은 의 확률로 R의 성과를 얻거나    의 확률로 0의 성
과를 얻으며  기업은 항상 실패(0의 성과)한다. 특정 차입 기업이  기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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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이며 의 유형일 확률은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은 연성정보를 생산한다. 즉 은행은 기업들과
의 관계(relatiohship) 형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반면 빅데이
터 공급업자는 일반 상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한다. 은행은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시그널 를 획득하는데 이 시그널
의 정확성은 으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Pr      Pr        

Pr      Pr        

은행이 생산하는 시그널 의 정확성은 기업과의 거리  및 정보생산 비

용 에 의해 결정되며    로 나타낼 수 있다. 한 가지 추가할 가

정은   인 경우  은행은  은행이 생산한 정보의 noisy signal만
획득한다는 점이다.
은행들과 달리 빅데이터 공급업자는 경성정보를 생산한다. 빅데이터 공급
업자는 상거래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 정보는 모여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는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금융회사
의 연성정보 생산이 용이해지며 이에 따라 정보생산 비용의 절감효과가 발

생한다. 즉 빅데이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연성정보 생산비용을   와


  이라고 하면 (  )의 관계가 성립한다.

빅데이터 공급업자의 정보생산은 일정 고정비용(  )을 들여 설비를 구축
하면 이후 한계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며 빅데이터 공급업자는 자신의 데이
터베이스를 의 값으로 은행들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은행들과 경쟁
한다.
이 모형의 게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Stage 1에서 은행의 진입이 이
루어지는데 각 은행은 시장 진입을 위해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진입한 은행들은 등간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Stage 2에서 기업들이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하여 정보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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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대출계약을 선정한다. 이
하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의 균형을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 상기 게임
의 Perfect Bayesian 균형을 도출한다.

2. 균형 분석
가. IT 기업 등이 빅데이터를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경우

우선 IT 기업이나 데이터 브로커가 빅데이터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를 분석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리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연성정보를
생산하지 않는 은행은 사전적으로 이윤이 0이며 동 기업에 대하여 연성정보
를 생산한 은행의 이윤함수는              로 나타낼 수 있
다. 이와 같은 이윤함수는 Hauswald and Marquez (2006)와 거의 동일하다.5)
다른 점은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연성정보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인데 상기 이윤함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이며 빅데이터의 구매 비용은 기
업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함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와 같은 이윤의 원천은 은행이 생산한 정보의 지대(information rent)이다.6)
이와 같은 이윤함수에 기초하여 은행들의 정보생산 노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Proposition 1로 요약할 수 있다.

Proposition 1: 은행의 연성정보 생산에 대한 투자 유인은 빅데이터가 제공
되는 경우 높아진다.
증명: 연성정보를 생산하는 은행은 아래의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정
보생산 투자를 결정한다.

 













          


(빅데이터 공급이 없는 경우)

5) 은행 이윤함수의 도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auswald and Marquez (2006)를 참조하라.
6) 빅데이터가 연성정보의 생산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시그널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모형을 구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형에서 은행 이윤의 원천은 정보지대이기 때문에 Karapetyan
and Stacescu (2013)의 분석결과와 차별성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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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공급이 있는 경우)

총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면    이므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QED.
Proposition 1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은행들은 빅데이터 공급이 있는 경우
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시그널 정확도를 제고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
터 분석에 힘입어 각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생산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으로부터의 이윤이 증가하는 데 반해 빅데이터 구매를 위해서는 기
업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고정비용 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에서처럼 은행들이 정보생산 비용의 최적 수준 를 결정하
게 되면  는 이 상황에서의 총이윤이다. 그런데 은 뿐만 아니라 은
행의 수,  에도 의존한다. 특히  이 되는   는 고정비용7) 이외의
진입장벽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은행의 수가 된다. 여기서 빅
데이터 구매 비용

 를

포함한 고정비용이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 수를 결정

하게 된다. 아래의 Proposition 2는 빅데이터가 공급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
는 은행들이 많아짐을 보여준다.

Proposition 2: 빅데이터가 공급될 때의   는 빅데이터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의   보다 크다.
증명: 각 은행의 입장에서 빅데이터 구매 비용 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편익 합계와 비교해보자. 가 더 작은 경우   는 빅데이터 공급이 없을 때
의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는 각 은행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은행 개수이므로 정수의 문제가 없다면 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편익 합
계보다 클 경우 초과이윤을 없애기 위하여 신규 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
기서 빅데이터의 비용과 편익 간 차이는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되는데 우선
빅데이터가 공급됨으로써 보다 적합한 수준에서 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편익 합계와 빅데이터 구매 비용 를 비교해서 더 커야 한다.
한편 빅데이터 구매 비용 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편익 합계보다 큰 경
7) 빅데이터 구매 비용  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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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은행들은 빅데이터 구매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형은 일부 은
행만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들이 함께 빅
데이터를 구매하던가, 않던가의 두 가지 경우만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구매 비용 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편익 합계보다 큰 경우 은
행들의 집단 의사결정은 빅데이터를 동시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된다. 결국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가 커짐을 알 수 있다. QED.
나. IT 기업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IT 기업 또는 데이터 브로커가 은행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IT 기업이 빅데이터로,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연성정보로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회사의 연성정보와 빅데이터의 상대적 정보가
치 및 비용과 함께 진입비용  등이 균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
다. 진입비용  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큰 경우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시장점
유율이 이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고 빅데이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반면 진입비용이 충분히 낮은 경우 시장에 빅데이터 기업과 소규모 금융회
사가 공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빅데이터로 무장한 IT 기업이 은행들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 빅데이터의
정보가치가 충분하다면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아
래 Proposition 3는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Proposition 3: 대출시장에  개의 은행이 존재하는 경우 빅데이터로부터 주






어지는 시그널 의 정확성이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빅데

이터 대출업체의 대출시장 잠식이 이루어진다.
증명: 빅데이터 대출업체와 은행 모두에게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비용
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을 때 빅데이터 대출업체의 시그널 은 해당 기업과
의 거리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은행의 시그널 은 기업까지의 거리 에 영

향을 받는다. 빅데이터 대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 각 은행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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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위치로부터 가장 먼 기업의 거


리는  이 된다.  만큼 떨어져 있는 기업에 대한 시그널 보다 빅데이


터로부터 나오는 시그널 이 정확하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보 열위의
은행이 0의 이윤을 얻게 된다. 정보생산 비용 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QED.
Proposition 3은 Hauswald and Marquez (2006)에서 여러 은행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은행만이 정보를 생산한다는 결론
과 같은 맥락이다.8) 여기서는 새로운 빅데이터 대출업체과 경쟁하는 것이 다
른데 빅데이터 대출업체는 어느 곳의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확성의 시
그널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은행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기업들부터 잠식
해 들어가게 된다.
빅데이터 대출업체가 은행의 대출고객을 빼앗으면서 은행의 총이윤이 감
소하게 되는데 이 때 진입비용  가 충분히 큰 경우 은행들이 모두 시장에
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빅데이터 대출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반면 진입비용이 충분히 낮은 경우 시장에 빅데이터 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가 공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의 정보 가치가 높을수록 연성정보 금융회사는 소규모화되는데 아래의 그림
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은행들의 시장 진입에 따른 위치 선정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대출업체와 은행들 간의 경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대출업체가 은행들을 완
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에서와 같이 시장에 진입한 은
행들이 등간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빅데이터 대출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빅데이터 대출업체가 차지
한 대출시장의 총 합계가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 규모보다 큰 경우 새로운
은행이 진입하여 다시 등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각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이
전과 동일하되 은행 전체의 시장점유율만 올라가게 된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uswald and Marquez (2006)의 Lemma 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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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의 이론분석 결과에 따르면 핀테크 및 빅데이터 시대에도 소규모
은행, 협동조합형 금융회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은행산
업에서는 대형은행들이 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하는 반면 다양한 소규모 저
축은행 등이 병존하는 구도가 가능하다. 이처럼 핀테크의 확산은 일차적으로
연성정보에 특화하는 금융회사들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위기에 강한 금융기관
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형은행-소규모 은행 병존 구도는 금융안정
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연성정보 생산에 전문화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관계형 금융
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보다 안정화되
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확대가 이루어지다가도 경제
가 어려워지면 서둘러 대출 회수에 나서는 등 ‘비오는 날 우산 빼앗기’가
능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다만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관계형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는 관계형 금융을 추구하
지 않고 (대형)은행의 사업모델을 추종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
우에는 소규모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들의 관계형 금융이 부족
한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이 정보지대를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충분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형 금융’과 거리가
먼 ‘핀테크’ 또는 ‘빅데이터’의 확산이 역설적으로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반면 핀테크 발전은 경쟁 격화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다소 저해할 가능성
이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
나 독점이나 시장집중도가 높을 때 반드시 금융안정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
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도 많다.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의 경쟁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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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 및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회사 간의 정보 공유나 빅데이터 관련 정보보호 문제 등은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9) 신용정보는 이미 대출시장에서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로 보아야 하는데 빅데이터에의 접근 가능성도 시장경쟁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빅데이터의 이용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직결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및 금융정보에 대한 권한, 의무 등에 대
한 법규는 물론 정보보호⋅ 관리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정보유통업 등 관련
시장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핀테크 및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넓은 시야에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 두 정책 목표
의 상충 문제에 대한 정보기술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9)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정보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로 EU의 PSD2 도입, 미국 및 EU의 신용
평가 관련 equal access 조항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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