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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위기,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를 기술, 제도, 경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ought Leadership I

금융산업의 경제적 의미와 위기
•그 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 오던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음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되고 모습을 나타냄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내 인력구조
조정이 지속될 전망
•기술·제도·경영전략 측면에서 10가지 핵심 이슈를 제시

Thought Leadership II

금융산업의 10가지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금융산업의 10가지 주요 이슈를 도출한 배경은 크게 기술의 발전, 제도의 변화, 경영의 선진화로
구분 가능
1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2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도입
3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확산
4 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
5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6 ‘원샷법’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기회
7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입점 허용
8 저금리시대의 대응
9 금융사의 Globalization
10 금융기관의 자산경량화
•금융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0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기민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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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Leadership I

금융산업의 경제적 의미와 위기
금융산업의
경제적 역할

경제 침체 속 구원투수... 금융산업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3년 14.8%를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
업의 위기, 내외수 동반 부진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하방 압력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래 없는 저금리 속에서도 투자가 진작되지 못하고 있고, 유래 없는 저물가 속에도 소비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 오던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신흥국들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가운데,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을 잃고, 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하에서 정책적 노력과 시장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주력산업의 구조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선, 철강, 건설, 해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퇴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추진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이 부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금융산업은 한국경제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고도화·선진화 되면서 2016년 1분
기에는 6.5%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핀테크가 고도화되고, 범용화 되면서 금융산업이 제2의 부상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을 둘러싼 중
대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금융사들이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 한국경제와 금융산업 ≫

(%)

(%)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우)
경제성장률(좌)

15

8

6.5
10

6

5

4

0

2

0.4
-5

0
1953

1960

1970

1980

1990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 이용 추계
Note: 2016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증가율)은 한국은행의 전망치이고, 2016년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은 1분기 기준임

2000

2010

2016

Thought Leadership I 3

금융산업의 위기

수익성 : 시중금리 하락과 수익률 저조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양적완화 기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상 유래 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도
하락해 오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1년 3.6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16년 1분기에는 1.5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중은행의 명목 순이자마진은 2011년 2.35%에서 2015
년 1.53%로 하락했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되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에 따

수익성 악화와
성장성 둔화의 설상가상

라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중·하반기
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성 : 금융산업의 심각한 성장 둔화
실물경제 회복의 지연은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금
융산업 전체의 순수익 성장률은 2005~2010년 동안 7.5%였으나, 2011~2015년 동안에는 2.4%로
크게 하락 했다.
은행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3.7%로 마이너스 전환이 이루어졌다. 증권산업은 6.0%
에서 4.5%로, 생명보험은 14.1%에서 4.6%로, 카드산업은 9.0%에서 4.2%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특
히, 자산운용의 경우 20.5%에서 5.5%로 크게 둔화되었다.

≪ 시중금리 및 시중은행 수익성 추이 ≫

≪ 금융산업의 순수익 시기별 성장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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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 부실채권 규모 증가 및 부실채권 비율 상승
201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2014년 말(1.55%) 대비 0.16%p 상승했다. 부실

실물경제 불안은
금융부실로 전이

채권 규모는 28.5조원으로 2014년 말(24.2조원) 대비 4.3조원 증가하였다. 부실채권비율은 미국
(1.59%, ‘15년 9월 말), 일본(1.53%, ’15년 9월 말) 등 주요국을 상회하고 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부실채
권 중 기업여신부실이 26.4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92.6%)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여
신(1.9조원), 신용카드채권(0.1조원)의 비중은 미미하다. 즉, 가계여신 부실채권이 아니라 기업여신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고용 창출력 : 금융산업 내 인력구조 조정 지속
2013년 이래로 금융산업 내 인력구조 조정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2013년 금융산업 내 취업자

금융산업의
고용 창출력 축소

는 86.4만 명에서 2014년 83.7만 명, 2015년 78.9만 명으로 축소되어 왔다. 2016년 1분기에는
78.6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확대, 비대면 보험서비스 증가, 은행의 자산경량화 등으로 고용 창출력이 떨
어져 왔다. 향후에도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 확대, 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 등
의 영향으로 인력구조 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 추이 ≫

≪ 금융산업 취업자 추이 ≫

(조원)

(%)
부실채권 규모(좌)
부실채권 비율(우)

30

28.5

(천명)

(%)
금융산업 취업자(좌)
증감률(우)

2.5

25.7
24.2

20

18.8

18.5

10

0

1.5

2011

2012

800

8

700

0

2

2013

2014

2015

1

600

2004

2006

2008

2010

2012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Note: 부실채권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Note: 2016년은 1분기 기준

2014

2016

-8

Thought Leadership I 5

금융산업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빅이슈

금융산업 내 주요 이슈에 주목하라
금융산업의 10대 빅이슈가 도출된 배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기술의 발전이다. 핀테크(금융산
업과 ICT의 융합)가 고도화 되고, 은행, 보험, 투자관리, 증권 등 다양한 금융산업에 확대 적용 되고 있
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금융산업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주
요한 이슈가 되었다. 핀테크의 도입 및 보급은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
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금융사들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관련 이슈에는 (1)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2)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 (3)블록체인 기술의 확산,
(4)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이 선정되었다.
둘째, 제도의 변화가 있다. 금융산업은 제도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 금융규제 완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제정, 바젤 III 규약 적용 등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

기술의 발전, 제도의 변화
그리고 경영의 선진화가
금융산업의 10대
빅이슈를 만들어

한 제도변화는 금융사들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변화 관련 주
요 이슈로 (1)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2)’원샷법’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기회, (3)보험사의 금융복합점
포 입점 허용이 선정되었다.
셋째, 금융사의 경영 선진화가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불안, 수익성 저조, 성장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전
략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 및 제도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금융사들은 경영의 선
진화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다음과 같은 경영 선진화 노력들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1)저
금리시대의 대응, (2)금융사의 Globalization, (3)금융기관의 자산경량화.

≪ 금융산업의 10대 빅이슈와 그 배경 ≫
배

경

내

용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
1.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기술의 발전

금융산업과 ICT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대중에게로 보급이 확산

2.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도입
3.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확산
4. 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
5.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제도의 변화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구조적 재편 추진

6. ‘원샷법’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기회
7.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입점 허용
8. 저금리시대의 대응

경영의 선진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및
성장성 확보를 위한 경쟁가속화

9. 금융사의 Globalization
10. 금융기관의 자산경량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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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10가지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기술의 진화

1.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선호 현상
미국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인 TimeTrade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금융 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모빌리티(Mobility), 신속한 접속(Instant Access)에 대한 기
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은행들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고객 니즈에 맞춰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부터,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
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 정책의 큰 목

인터넷전문은행은
운영비를 줄여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vs.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웹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전통적 은행들은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 은행과는 달리 물리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행 산업의 지각을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영업망을 통해 오프라인 지점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
여 시중 은행보다 더 높은 수신 금리와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과 은행 모
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발히 운영 중인 국가들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
고 있었다.

≪ 미국 금융 서비스 이용 채널 선호도 추이 ≫

≪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수신금리 비교 ≫

시중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67%
1.03%

지점

57%
0.68%

스마트폰

55%

ATM

0.51%

52%
0.11%
0.02% 0.03%

텔레뱅킹

26%
미국

영국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TimeTrade 자료 이용 재구성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각 사 자료 이용 재구성

Note: 2015년 미국 금융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Note: 2015년 기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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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재점화
사실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1년과 2008년 SK텔레
콤,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시스템 등 벤처기업이 모여 ‘브이뱅크‘의 설립
을 추진했었지만, 금융실명제법과 자금 확보 문제, 금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핀테크 열풍과 함께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성공 요소로 부상하면서 2014년 7월 ‘금융 규제 개
혁 방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및 개혁을 과제로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재점화된
것이다.
이후 2015년 1월 금융위원회 주도하에 인터넷전문은행 TF팀을 구성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는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4군데 중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예
비인가를 내주고 2015년 말부터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며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의 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핵심 요인

규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지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
할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2개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의 중이지만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포함한 65개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 30여 개에 이르는 규제를 추가로 받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현황≫
구

분

카카오은행

K뱅크

자본금

3,000억원

2,500억원

주요주주

주주구성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 본부,
이베이, 코나아이,
YES24, Skyblue 등 11곳

≪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행

개정안

은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사결정권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음

50%까지 허용

최소 설립 자본

250억원

1,000억원

금융실명제

부분적 비대면 허용

-

우리은행(10%), GS리테
일(10%), 한화생명보험
(10%), 다날(10%), KT(8%),
KG이니시스(10%)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등 21곳

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각 사 자료 이용 재구성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각 사 자료 이용 재구성

Note: 2016년 기준

Note: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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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도입
급부상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로봇 알고리즘이 자산관리와 투자를 대신해 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자산관
리서비스는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였지만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해 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고객의 정보(재정상황, 투자성향)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투자자문가의
합성어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재무 자문 서비스

서비스를 말한다.
KPMG US와 Chappius Halder에 따르면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2016년 AUM(Asset
Under Management) 기준 3,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87%, 미국 외
지역이 13%를 차지하여 미국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AUM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로보어드바이저의 AUM은 2016년 3천억
달러에서 2020년 2조 달러까지 연평균성장률 68%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 배경
이러한 로보어드바이저는 1)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목표 수익률의 하락과 금융사들의 사업역량 강화 시
도, 2)미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
요 확대, 3)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채널 다양화 및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통합적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
발, 4)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활용한 맞춤형 세금절감 서비스(Tax Loss Harvesting) 등으로 인
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AUM) 추이 ≫

≪ 미국 로보어드바이저 AUM 증가율 전망치 추이 ≫
(조 달러)

미국 외
13%

2.5
2.2

GR
CA 8%
6

2

Total AUM
3,500억 달러

1.5

1.5

0.9

1

미국
87%

0.5

0

0.5
0.3

2016

2017

2018

2019

2020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KPMG US, Chappuis Halder 자료 이용 재구성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KPMG US, Chappuis Halder 자료 이용 재구성

Note: AUM(Asset Under Management)

Note: AUM(Asset Und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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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의 특징
로보어드바이저는 전통적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대중성, 낮은 수수료, 접근성, 투명성 측면에서 차별
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자산관리서비스는 평균 자산 3억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가, 0.75~1.5% 이상
에 달하는 수수료, 영업망을 통한 대면 서비스와 같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는
대중성, 낮은 수수료, 접근성,
투명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자산 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대중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낮은 수수료
의 실현,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 자산관리사의 주관이 아닌 알고리즘에 기
반한 투명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기존 시장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대형 금융사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현황
국내 투자 일임 및 자문서비스 시장 또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기존의
대형 금융사보다 쿼터백 투자자문, 디셈버앤컴퍼니, AIM과 같은 비금융 회사들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대형 금융사의 경우 은행, 증권사, 운용사와 같은 금융사들이 발 빠르게 로
보어드바이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보다 준
비 중에 있는 곳이 더 많은 가운데,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걸음마 단계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 국내 대형 금융사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현황 ≫

1. 은행

2. 증권사

3. 자산운용사

KB국민은행 (2016년 1월)

•쿼터백투자자문사와 협력하여 은행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형 신탁상품인
‘쿼터백R-1’ 출시

우리은행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저 베타서비스를 출시하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및 위비뱅크를
통해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

KEB 하나은행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사이버 PB’로 고객 성향과 추자목적 분석 후 1:1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신한은행 (출시 예정)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데이터앤애너리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 중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탑재란 펀드추천 서비스 베타버전 출시 예정

대우증권 (출시 예정)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AIM, 디셈버앤컴퍼니)와 서비스 제휴 체결

NH투자증권 (2015년 12월)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V로보어카운트’ 출시해 고객의 성향과 목표
에 따라 투자대상과 매매전략을 제사하는 서비스 제공 중

삼성증권 (출시 예정)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투자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한국투자증권 (출시 예정)

•매직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하고 상반기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로보어드
바이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예정

KEB자산운용 (출시 예정)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투자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멀티솔루션본부’ 신설

키움자산운용 (출시 예정)

•쿼터백투자자문과 함께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형 공모번드 4월 중순 출
시 예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출시 예정)

•자체 ETF 활용한 자산배분 및 투자 알고리즘 설계 완료, KDB대우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시장에 나올 예정

삼성자산운용 (출시 예정)

•퀀트분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자산배분 자문 서비스를 위해 투자 전략 알고리즘
개발 중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사 자료 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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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확산
핀테크(Fin-tech)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거래정보가 포함된 원장(Ledger)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
식을 의미한다.

핀테크 기반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상승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이 형성되어 기
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 구조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
인(Bitcoin)과 같은 가상 화폐에서부터 시작되어 P2P대출, 거래기록 관리 등 최근 핀테크(Fin-tech)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과 종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기록의 보관 및 갱신 작업에 참여한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Efficiency), 보안성(Security), 시스템 회복성(Resilience), 투명성
(Transparency)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신뢰를 담보해 줄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시스템 자체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하이브
리드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Hybrid or Consortium Blockchain)으로 구분되어 진다.

≪ 블록체인 시스템의 특징 ≫

≪ 블록체인 기업 벤처투자 규모 ≫

(백만 달러)

분산형 시스템 :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
영해 갱신(Update)하는 작
업을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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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동향
블록체인 기술은 대출, 송금, 지급결제, 증권거래 등 기존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전망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블록체인 소액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거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담보 설정, 주식·채권과 같은 증
권 발행, 파생상품 거래 등에도 적용되어 거래·청산·결제·기록보관 등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인프라를 보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공동 플랫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을 일반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시티그룹(Citi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바클레이스(Barclays), HSBC 등 전 세계 22개 주요 금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 업체인 ‘R3 CEV’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표준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며, 향후 1~2년 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인증 및 문서보안
등의 인증체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입 단계로 글로벌 금
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컨소시엄이나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블록체인의 금융 활용 가능분야 ≫

스마트계약
디지털 권한
보증
에스크로

디지털 화폐
전자상거래
국제 지급결제
송금
P2P 대출
소액금융

BLOCKCHAIN
블록체인 활용분야

증권
자본가치
장외주식거래소
크라우드펀딩
파생상품

Source: Capco, 금융보안원 재구성

기록 유지
권리기록
소유권
의료서비스
지식재산권

≪ 국내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동향 ≫
구분

주요 활용 현황

KB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서비스 등에서 핀테크 기업과 제휴

신한은행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외환송금 시스템을 개발
하는 스타트업인 ‘스트리미’와 협업

우리은행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타당성 검토

NH농협은행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
를 맺고 자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하는 방안 검토

KEB하나은행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증,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Source: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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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 증대
‘보험산업의 Digitalization’은 핀테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디지털기술이 보험서비스의 가치사슬에 광

디지털 보험 체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

범위하게 접목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혁신이 더딘 분야로 꼽혀왔다. 설계사 의존도가 높아 다른 금융 업종보다 IT 기술
활용이 부족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험산업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수
익과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재정립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보험산업의 기존 가치사슬(Value Chain)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사슬
이 재정립되고 있다. 상품개발에서는 위험요율 산출 기법이 다양화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
객맞춤형 상품개발이 가능해졌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옴니채널(Omni-channel)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가 용이 해졌다. 언더라이팅에서는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기보험처럼 단순화된 상품이나 완화된 가입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보험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디지털 기술 활용 움직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졌
다. 고객관리에서는 소셜미디어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 보험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해 보험가입
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미국의 건강보험 고객관리업체인 Resolution Health는
SNS를 질병관리에 접목해 치료성과를 높이는 데 활용했다. 고객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질병 관리정보와 고객들 간의 치료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환자들의 참여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높은 성과를 보였고, 이 업체와 제휴한 보험사는 지급 보험금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 보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별 디지털화 가능 영역 ≫

상품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특성과 니즈에
맞게 다양하고 차별화
된 상품 개발

유통/판매

•옴니채널(웹, 온라인,
소셜, 전화상담, 지점)
환경에서 서비스 고객
의 참여 확대

언더라이팅

•자동화 심사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의 위
험도를 분류
•보험료와 보험금 책정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보험금 지급관리

•보험금 청구절차 간
소화
•자 동차와 무선통신
을 결합한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용
해 보험사기방지

마케팅 및 고객관리

•온라인, 모바일에 최
적화된 사이트를 통
해 고객 확보
•자동화 시스템을 통
해 개별 고객과의 커
뮤니케이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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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디지털기반 비즈니스 동향
국내 보험사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품개발에서는 화재
보험사가 통신사와 협약해 모범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운전습관연계보험(Usage-Based
Insurance, UBI)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판매에서는 한화생명이 2012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전자청약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보험업계에서 속
속 태블릿PC를 통한 전자청약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험수퍼마켓 ’보험다모아’의 등장으로

디지털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

2016년 6월부터 온라인 보험상품 실가격 비교, 판매가 가능해지면 기존 설계사 위주의 대면채널을 상
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언더라이터(underwriter)가 수행해온 기존 계약인수심사기
능을 IT기술로 대체하는 ‘보험계약자동심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보험금지급관리에서는 한화, 미래에셋생명과 NH손해보험 등이 스마트기기로 보험금청구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우수 계약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2016년 내로 ‘계약유지율예측시스템’ 도입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계약유지율 예측시스템이란 상품계약
자의 특성 및 설계사 이탈률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계약 속성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
해서, 보험사는 계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완전판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험사의 노력 ≫
구분

기관명

시기

흥국화재

2016년 예정

(KT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상품 출시 예정

동부화재

2016년 4월

(SK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상품 ‘SmarT-UBI 안전운전특약’ 출시

메리츠화재

2016년 3월

(KT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상품 개시

흥국생명

2016년 2월

24시간 온라인 보험가입 및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개시

삼성생명

2016년 4월

보험계약자동심사시스템(AEUS)을 인공지능에 가깝게 고도화

푸르덴셜생명

2015년 12월

FICO 기술 접목, 신규 계약 언더라이팅 업무의 40~50% 자동화

교보생명

2015년 8월

빅데이터를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해결에 활용해 효율성 제고

라이나생명

2016년 2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앱 도입

보험금

NH농협손해보험

2015년 12월

스마트 기기통한 보험금청구와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 출시

지급 관리

미래에셋생명

2015년 12월

모바일 기기 통한 보험금(30만원 이하) 청구 서비스 개시

한화생명

2015년 11월

모바일 기기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모바일센터 앱’ 도입

마케팅 및

교보생명

2016년 예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지율 예측시스템 구축 예정

고객관리

흥국생명

2016년 예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지율 예측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할 예정

상품개발

유통/판매

언더라이팅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사 자료 이용 재구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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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Basel Ⅲ 개선 방안’으로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10년 12월 바젤 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도입을 결정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경

글로벌 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에 따라 완충자본 규모가 변화하는 변동형 완충자본(Variable buffer)으로, 경기호황기에 신용이 늘어
나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차
원에서 도입되었다.
감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통해, 금융경기(Financial cycle)가 호황일 때 최소자기자본(8%)에 추
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위기발생시에 적립한 자본을 손실보전 및 대출
재원 등에 사용하게 해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고, 최소자기자본제도의 경기순응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평상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지 않으며 신용팽창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정 우려 시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은행지주)은 이를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최소자기자본
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
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자본으로, 위기발생시 손
실보전 및 대출재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최소자기자본 및 완충자본 적립·사용 예시 ≫

규제자본수준(%)
금융사이클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최소자기자본

y
x
8

총 규제자본 = 최소자기자본(8%) + 자본보전완충자본(x%) + 경기대응완충자본(0∼y%)

Source: 한국은행

2016년부터 부과되는 추가자본 적립 규제
바젤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은행들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은행

2016년부터
은행의 추가자본 적립 부담이
가중될 것

(Domestic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 추가자본 등의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에 2016년부터 매분기 국내경기상황을 감안해 은행
(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부과시 그 수준(보통주 자본대
비 0~2.5%범위) 등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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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부터 은행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되는 수준만큼 적립하고,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매
년 0.625%씩 늘려 2019년까지 2.5%까지 적립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차원의 G-SIB(Global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와 개별국가차원의 D-SIB로 구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G-SIB는 골드만 삭스,
JP 모건 체이스, 바클레이즈 등의 글로벌 은행들이 포함된다. 국내은행 중 G-SIB로 선정된 은행은 없
으며, D-SIB은행으로 선정된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은
도산 시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립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
받게 된다.

경기대응완충 자본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은행에 미치는 영향

2016년 3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 0%로 부과
단, 향후 상향조정시
추가자본적립 부담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률은 2016년 3월 말, 0%로 결정되었다. 제도도입 초기
인데다, 홍콩(0.625%)과 스웨덴(1.0%)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적립률을 0%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한 배경이 됐다. 따라서, 당장은 총 규제자본비율을 일반은행은 8.625%, D-SIB은행은 8.875% 수
준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2019년 내로 적립율이 상향되면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적립부담을 안게
된다. 만일 2019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1% 부과 시, 일반은행은 최대 11.5%, D-SIB은행은 최대
12.5% 적립의무가 생긴다. 2.5% 부과 시, 일반은행은 13%, D-SIB은행은 14% 의 규제자본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2016년은 은행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율이 최

2016년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해가 될 전망

대 2.5%까지 부과되면 보통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이때 은행들은 증자를 하거나 내부 유보를 높
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위험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의 대출 미사용 한도를 줄이
고, 대출 포트폴리오도 위험가중치가 적은 쪽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자본산출 및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시 요구되는 총 규제자본비율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8.000

8.000

8.000

8.000

자본보전완충자본 (B)

0.625

1.250

1.875

2.500

경기대응완충자본 (C)

0.0~2.5

0.0~2.5

0.0~2.5

0.0~2.5

D-SIB 추가자본 (D)

0.250

0.500

0.750

1.000

일반은행 (A+B+C)

9.625

10.250

10.875

11.500

D-SIB은행 (A+B+C+D)

9.875

10.750

11.625

12.500

일반은행 (A+B+C)

11.125

11.750

12.375

13.000

D-SIB은행 (A+B+C+D)

11.375

12.250

13.125

14.000

최소자기자본비율 (A)

요구완충
자본비율

총 규제
자본비율

시나리오 1
:경기대응완충자본
1.0% 가정 시
시나리오 2
:경기대응완충자본
2.5% 가정 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자료이용 추산
Note: D-SIB은행(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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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샷법’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기회

제도의 변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샷법’ 도입
한국경제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적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16년

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주력 산업의
과잉공급 문제 해결 모색

2월 12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을 공포하였다.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 동
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특별법은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와 절차,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사업재편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규제 유무와 같은 애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 신규 투자나 신
사업 분야 진출 시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특례 사항 ≫
구분

지원사항
주주총회 생략

상법

조직재편 기간단축
자금부담 완화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규제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규제 완화

세제·자금

세제·자금지원

사업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 지원근거 마련
근로자 능력개발·실업 예방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규제불확실성해소

세부내용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총 소집통지·채권자 이의제출·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기업결합심사 시 부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 마련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조특법」 및 「지특법」상 특례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 제공, 경영·기술·회계자문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의무 부과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교육 지원

전직자 지원

•전직자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직 지원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설명자료

•사업재편 신청 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 확인 요청 가능
•규제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 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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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시장 확대에 따른 IB부문의 수익 개선 가능성
‘원샷법’이 통과됨에 따라 과잉공급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
업재편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특히,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국내 주력 산업을 중심
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또는 기업 간 M&A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구조조정 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의 활성화로
M&A 시장 확대 전망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공동출자가 허용되고, 손자회사의 지분보유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M&A가 활
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의 도입으로 그동안 공동출자 금지 규정으로 인해 M&A가 불가능했
던 지주회사 내 기업들의 M&A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계열사 간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서의 M&A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사, 은행 등 금융사 IB분문의 수익성 개선 기회가 확
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핵심 자산을 매입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M&A와 관련된 자문서비스 및 유동성 지원(Syndicated Loan)
등의 금융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인수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기업의 유동성 확
보를 위해서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수익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 IB부분의 수익성 개선 기회가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기업들이 사내 테
스크 포스(TF) 조직을 이용해 M&A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자본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외국계 금융사가 시장을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내 M&A 시장 현황 및 ‘원샷법’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 ≫
(건수)

(조원)
거래금액(우)

특별법 도입에 따른 M&A 확대 요인
60

거래건수(좌)

300

250

50

200

40

150

30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100

20

50

10

0

0

규제

4Q
16
(F
)
20

3Q

2Q

4Q
20
15

3Q

2Q

4Q
20
14

3Q

2Q

4Q
20
13

3Q

20

12
2Q

완화

Source: Bloomberg

•국내 주력사업(조선,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신속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법
인세 과세 이연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

•소규모분할 허용 및 합병 요건
완화
•간이(분할)합병 규제 완화
•M&A매수청구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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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입점 허용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사 간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
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
점을 허용했다. 단, 전면적 복합점포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
련 규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현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보험·증권의
복합 점포를 시범 운영 중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 현황
2015년 8월 부터 2017년 6월 까지 약 2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
과 불완전 판매·구속성 보험 판매 등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제도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
지되며, 은행과 증권의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복합점포 내에
서 은행·증권·보험사의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며, 고객의 동의 시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
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직 시범운영 단계로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 또는 금융사 간 시너지 창출 효과 등 구체적
인 운영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객들은 한 차원 높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금융기관의 복합점포 현황 ≫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신한금융지주

14

23

25

27

27 (27)

931

하나금융지주

14

11

10

9

11 (3)

947

KB금융지주

10

10

10

10

10 (2)

1,147

농협금융지주

-

-

-

-

4 (4)

1,175

BNK금융지주

2

3

3

3

3 (1)

366

소계

40

47

48

49

55 (37)

4,566

기업은행

14

14

14

12

17 (4)

639

우리은행

20

22

27

-

3 (3)

1,093

소계

34

36

41

12

20 (7)

1,732

74

83

89

61

75 (44)

6,298

금융

2015

은행점포 수

지주
회사

개별
은행

총계
Sourc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Note 1: 2014년 이전 복합점포는 은행+증권 점포가 인접해 있는 형태의 금융프라자 방식이며, 2015년 괄호 안 숫자는 은행+증권 간 공동 출입문/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식
2: 2015년 숫자와 은행점포 수는 2015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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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확대에 대한 ‘기대‘
은행·보험·증권의 복합점포가 확대되면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에
게 종합적·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금융지주회사들도 금융복합점포를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점포의
방문 고객 수가 감소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비용
대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금융복합점포를 선보
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열사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 및 포트
폴리오를 제시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 확대에 대한 ‘우려‘
그러나 금융복합점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복합점포의 도입 목적과 실효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복합점포에
입점한 보험사가 자사의 보험상품 만을 판매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구도 왜곡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 우려

현행 금융업계의 지점 체계상 복합점포를 둘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은행인데, 이 경우 은행들이 같은 금
융지주 계열의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부작용이 만연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교차판매(Cross-selling)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 향후 복합
점포의 확대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실익은 별로 없이 업권 간 갈등만 조
장할 것인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금융복합점포 허용에 따른 파급 영향 ≫
구분

주요영향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한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긍정적 요소
종합적·포괄적
금융 서비스 제공

비은행 금융그룹계열
위축 가능성

포괄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
수익성 제고 및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금융그룹 계열 은행의 고객 경쟁은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및 중소형 보험,
증권사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금융산업의 경쟁구도를 왜곡시킬 우려 존재

부정적 요소
불완전판매 등
금융 리스크 확대 가능성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보험연구원 자료 이용 재구성

금융상품의 교차판매(Cross-selling)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확산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Conduct risk)를 확대시킬 우려 존재

20 I SAMJONGInsight ISSUE 45•2016

8. 저금리시대의 대응

경영의 선진화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
1%대의 초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성을 나타
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가 불
가피한 상황에서 비이자수익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시대 은행의 대응 동향
첫째, 이자 수익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들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해 새로
운 수익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이자수익원 확보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거나, 기업의 글로벌

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모대출펀드 조성,
스타트업 투자 등으로
비이자 수익 창출

펀드 발행 보증에 나서는 은행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6년 5월 국민은행은 신세계백화점의 3억 달
러 규모의 30년 만기 영구채권(신종자본증권)을 보증하고 수수료수입을 확보 하기로 했다.
기업 M&A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이하 ‘PDF’) 조성도 수익원 확보의 기
회로 활용되고 있다. PDF는 기관투자가 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M&A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
다. 2016년 4월 KB국민은행은 5,750억원 규모의 PDF를 결성했다. 신한은행도 2016년 5월 현재 해
외 M&A에 투자하는 2억 달러 규모의 PDF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가치투자평가펀드 조성에
뛰어든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3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손잡고 1,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신한은행도 2016년 하반기에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 추이 ≫

≪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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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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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6

6
10%

3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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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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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5

38

34.9

34.9

33.5

4%
1.25

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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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이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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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이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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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금융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본업인 예금, 대출 영업이 아닌 오픈마켓(온라인 전자상거래 사
이트), 중고차 서비스, 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한 비금융부문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우
리은행은 2016년 7월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에 자체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저렴한 중개수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검색서비스,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비금융수익 발굴

수료의 오픈마켓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6년 2월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해, 중
고차 시세 및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중고차 시세정보 사이트를 찾는 소비자에게 신한
은행의 ‘마이카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해 자동차할부금융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는 은행도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의 유휴점포를 활용한 임
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효용이 떨어진 60여개 점포 부지와 빌딩을 하나금
융투자·하나생명이 지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HN주택임대관리)에 매각해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으로 개발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도 2016년 내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은행 점포 재
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저금리 장기화에 수익성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저원가성 예금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이란 ‘요구불예금, 저축예금과 같이 0.1% 정도의 낮은 금리

저금리 제공
수신상품으로
예금확보 경쟁도
지속될 전망

를 제공하는 수신상품’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주요 은행들은 거래 기업을 중심
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 4대연금 계좌유치, 학교·학생중심 계좌유치, 보육시설의 모계좌 유치, 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운동을 통해 저원가성 예금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 확보가
당장 자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렵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
오를 재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중 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확보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저금리 시대 은행들의 수익원 확보 동향 ≫
대응

펀드 조성

비금융사업
진출

저원가성
예금 확보

기관명

주요 내용

국민은행 (2016년 5월)

•3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발행 수수료 수입
•5,750억원 규모 M&A PDF 조성

신한은행 (2016년 예정)

•2억 달러 규모 해외 M&A투자 PDF 조성 추진 중

우리은행 (2016년 3월)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우리은행 (2016년 7월)

•온라인 쇼핑몰 사업 예정

신한은행 (2016년 2월)

•중고차 서비스 시작

하나금융그룹 (2016년 3월)

•유휴점포 활용해 임대주택사업 진출

우리은행 (2016년)

•4대 연금계좌 유치, 학교·학생계좌유치, 카드가맹점 결제계좌 운동

신한은행 (2016년)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 유치, 보육시설의 모계좌 유치

KEB하나은행 (2016년)

•기관과 협회와 제휴를 통해 대출상품 지원하고 계좌 유치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사 자료 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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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사의 Globalization
저성장ㆍ저금리 시대와 금융사의 해외 진출
오늘날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15년 사상 최저인 1.56%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산업에 신규 경쟁
자가 진입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저성장ㆍ저금리 환경에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에 대다수의 대형 은행들은 Globalization을 통해 난관을 탈출하고자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은행
의 Globalization이란 해외 지점, 현지 법인, 사무소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글
로벌의 경우 자국 시장 내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호주, 일본 은행들은 수익원 확보 차원의 해외진출
을 진행해왔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규모는 약 142억 달러로 일본(1조1,000억
달러), 영국(3조4,000억 달러), 미국(3조2,000억 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
만아니라 국내은행의 해외 수익 비중도 10% 안팎에 머물러, 20~30%에 육박하는 글로벌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총자산은 2000년 290억 달러에서 2015년 88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해외점포 수는 2009년 말 131개에서 2015년 말 163개(아시아 112개, 유럽 22개, 북
미 20개, 기타 지역 13개)로 증가했다.

≪ 국내은행 해외점포 총자산 추이 ≫

≪ 국내은행 해외점포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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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합병 전 하나은행의 해외 진출 실적이 시중은행 중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015년 9월
1일 합병을 통해 해외점포 37개로 1위로 올라 선 바 있다. 현재 성장률이 높은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은행의 해외 진출은
현지화 정착 여부가
성공의 판도를 가를 것

등 동남아 지역과 동유럽, 러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해외점포 24개, 해외수익 비중은 5.8%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진출 성공사례로
꼽히는 베트남 법인은 한국기업과 교민에 한정되었던 고객층에서 벗어나 현지 고객 비중이 81%로 현
지화 정착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인도네시아 등)을 위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 점포 2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30위권 은행인 소다라 은행을 인수하여 현지 영업을 시작 등 M&A를 통
해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의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KB국민은행은 해외점포 12개와 해외 수익 비중 2.65%로 4대 시중 은행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과거 2008년 카자흐스탄 현지은행(BCC) 인수 이후 해외점포 구축에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
지만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국내 은행의 지역별 해외 점포 자산 규모 ≫

영국
▒ 77억
▒ 93억
▒ 101억

중국
▒ 201억
▒ 219억
▒ 222억
인도네시아
▒ 20억
▒ 35억
▒ 35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사 자료 이용 재구성

베트남
▒ 29억
▒ 32억
▒ 35억

일본
▒ 103억
▒ 88억
▒ 77억

미국
▒ 97억
▒ 113억
▒ 122억
▒ 2013년
▒ 2014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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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기관의 자산경량화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은행 점포의 역할 변화
은행채널은 고객의 이용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금융서비스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은행채널은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접촉여부에 따라 중개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비대면 채널’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채널’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대면채널은 다시 전문인력
을 활용한 ‘대면거래(Face to Face)’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채널인 ‘점포(영업점)’로 구분될 수 있
다. 이 중 점포는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대면채널로 은행과 금
융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포인트이며, 구매와 서비스 사후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라 할 수

IT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대면채널인
은행 점포(영업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환경은 IT 기술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또한 은행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
유지 및 운영비용 효율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뱅킹, CD·ATM 등 비대면채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뱅킹 중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계좌 개설
이나 자금이체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은행 점포
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획일적 확장 중심의 점포 운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채널과
의 융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고객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금융 니즈 변화에 적응하
는 방향으로 점포전략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내 은행 지점 수 추이 ≫

≪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비중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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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인력 운영 및 점포 전략 변화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운영이나 지점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뱅
킹의 확대로 방문 고객이 감소하고 지점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인력 및 지점의 축소 등을 통해 비
용절감 노력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양적 축소의 노력을 넘어 인력 구성이나 채널 서비스 변화 등 지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질적인 변화가 확대되고 있다. 은행의 기존 점포망을 기능과 형태별로 재구성하고, ‘허브 앤 스포
크(Hub & Spoke)’ 전략을 통해 각 영업점포를 단순 금융거래와 상담·자문서비스 전문 점포로 구분하
는 추세이다.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합리적 점포 전략과
IT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단순 금융업무는 디지털 뱅킹 또는 CD·ATM 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SNS·모바일 등을 영업점 채널
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금융 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대면상담을 강화하여 고객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고 영업점 직원의 고부가가
치 활동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IT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연계 강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해외송금,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서비
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전자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은행들처럼 IT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동시
에 IT 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고객유인 전략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기록·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은행의 IT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은행의 효율적 채널·점포 운영방안 ≫
구분

주요내용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합리적 점포망 축소

•점포 운영방식 변화를 통해 거점과 주변 지점간 역할 분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직접(Direct) 금융의 활용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 전담팀을 운영하고, 태블릿 PC, ATM 등으로 구성된 미니점포 활성화

IT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연계 강화

•Full 서비스 점포, 미니점포, 플래그십(Flagship) 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 운용을 통해 비용 절감

•온라인 전용 채널과 소규모 카페형 점포의 연계 강화

•IT의 발전으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고객접점 확보 기회 확대
•IT 기업들과의 업무제휴 및 협업을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IT 플랫폼 개발 등의 노력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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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응전략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직시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10가지 핵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

1 기술의 발전

금융기술의 선도기업이 되라

2 제도의 변화

규제변화 시점보다 한 발 더 먼저 변화하라

3 경영의 선진화

경영 선진화 기업보다 더 선진화해야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1. 금융기술의 선도기업이 되라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은산 분리 규제가 인터
넷전문은행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심의를 통과할 경
우 인터넷전문은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의 점포전략, 인력의 재배치,
인터넷전문은행 특화 서비스 구축 등의 선제적 준비가 요구된다.
둘째, 로보어드바이저 보급 및 기반기술 마련이 시급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급격히 성장할 것이고, 향
후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국내 금융사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의 선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국내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위한 M&A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금융기술의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라

셋째, 금융사간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개별 서비스
제공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기관도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새로
운 디지털 서비스를 융합해 경쟁이 심화된 금융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아직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특별한 규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기술수용을 위한 규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사들은 가치사슬별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업계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 모바일·
온라인 채널의 확대로 전통적 대면채널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옴니채널(Omni-channel) 판
매 모형을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데이터분석 기술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
게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보험회사의 가격정책 및 손해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및 인
공지능 기술이 고도화 되고, 보험산업에 적용이 확대될 것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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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변화 시점보다 한 발 더 먼저 변화하라
첫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의 은행규제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6년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현재 0% 비율로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그 비율이 상향 조정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규제변화에 따른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가자본을 산출 및

규제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위기에 대응하라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M&A 시장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샷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사업재
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M&A의 활성화는 국내 금융사 IB 부문의 수수료 수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
내 금융사가 이러한 M&A 시장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M&A 노하우를 축
적해야 한다. M&A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세계 선진 금융사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벤치마킹 하는 등 M&A 시장 활성화에 준비해야 한다.
셋째, 금융산업 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복합점포의 활용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점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현재 금융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금융복함점포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합 금
융지주사들에게는 기회가, 그렇지 않은 금융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규제변화를 적극적으로 모
니터링 하고, 복합점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비종합금융지주사들은 금융산업 내 다른 채널
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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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선진화 기업보다 더 선진화해야
첫째, 저금리시대에 맞는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예대마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비이
자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은행의 본업인 예금, 대출 영업에서 벗어나 기존의 은행업무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은행 업무와 연
관시킬 수 있는 비금융부문의 사업영역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될 경우 금융산업을 넘어서 시너지가 발생할 다양한 사업영역으로의 적극적인 다각화 전략도 마련되
어야 한다.
둘째, 국내의 포화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 불가결인 시점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진출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자산 경량화 및
자산 활용도 극대화 요구

과 한국 기업 및 교민에만 한정된 영업이 아닌, 현지화 정착이 성공의 핵심 이슈로 다가올 것이다. 특
히, 제재나 규제가 완화되는 국가의 사업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해외 선진금융회사보다 먼저 시
장을 개척하여 선점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셋째,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산경량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
적 대면채널인 은행 점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행은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채널의 확
대와 IT 기업과의 업무 제휴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순 점포망 축소 전략을 넘어 합리적 방식
의 점포 운영 전략 수립을 통해 은행 점포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로보어드바이저의 보급, 복합점포 허용 등의 이슈가 함께 맞물리는 시점에서는 자산을 경량화 하고, 개
별 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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