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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본부 특집

2020년 10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리더 신병오

딜로이트 인사이트        

금융산업본부 특집호 첫 발간

한국의 금융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금리기조로 인해 과거의 전통적인 Risk 

taking 비즈니스는 Service fee 비즈니스 구조로 개편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입니다. 은행은 다양한 서비스확대와 규모 경제 실현을 위해 외

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험은 저금리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

변하는 영업환경에서 시의 적절하게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적정하게 대비하는 것은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

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 Deloitte 그룹은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Insight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

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Deloitte Insight on Financial Services Industry를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이번호에서는  COVID-19로 인한 은행, 보험업계의 영향과 비즈니스 예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Deloitte가 국제

금융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발간한 "디지털 미래가치"의 일부분인 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동인에 대한 내용도 

설명합니다.  COVID-19은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변화(예: 디지털 전환 및 Fee business 등의 new normal )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 금융산업본부 특집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길을 찾는 고객사들의 파트너

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ector Leader's Message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리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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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리언트 리더를 위한 시나리오

Anna Celner, Rob Galask 외 2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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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리질리언트 리더십1 프레임워크는 위기 

대응 및 극복의 세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향후 1~3년간 글로벌 은행업계의 변화 양

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경영진이 COVID-19

이 시사하는 잠재적인 중기적 시나리오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지역 은행(regional banks)과 신용협동조

합(credit union), 그리고 대출전문은행(monoline 

lender)이 이에 포함된다.

앞으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

으며, 인사이트 발굴 및 기회 포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리포트의 주제: 
리질리언트 리더십을 위한 중기적 관점의 미래 예측

1. 포스트 COVID-19 시대

1   Resilient Leadership: 회복탄력성이 있는 리더십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원어 그대로 사용

유례없는 대혼란 속에 있지만, 은행 경영진은 조직의 빠른 회복력 확보를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RESPOND
사업 연속성 준비 및 관리

RECOVER
위기로부터의 회복 /역량강화

THRIVE
"넥스트 노멀"을 위한 재도약 준비

본 보고서의 목적

향후 1~3년간 글로벌 은행업계의 발전 양상

에 대한 시나리오 공유를 통해 경영진에게 도

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불변하는 것과 위기 상황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불확실성이 중기적으

로 글로벌 은행업계 미치는 영향 조명

글로벌 은행들의 주요 사업 부문이 급변하는 환

경에 의해 받을 영향에 대한 탐구

COVID-19 위기 대응을 넘어 중기적인 회복을 

전제한 활동으로의 도약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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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 COVID-19 팬데

믹이 은행업계 변화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

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다.

이미 업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각 시나리오는 거시 경제 측면 및 은행 업계의 불확실

성에 기반하였다. 한편, 일부 불확실성은 팬데믹의 심

화 정도 및 정부 대응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가시화된 

수준이다. 

앞으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1-3년의 특정 기간 내의 가

정에 기반하였으며, 이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

간인 한편, 지금 당장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후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

던 일들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COVID-19 위기

가 단순히 예상하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나리오 검토 후에는 경영진이 속한 기업에 대한 시사

점과 다음 단계를 위한 고려사항 등 다각도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의사 결정에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나리오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확장된 

사고 체계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

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가상의 미래상을 

일컫는다. 시나리오는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

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

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과는 다

르다.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가설로서, 새로운 기회나 숨겨진 리스크를 파

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본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2020년 5월 초순의 상황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음을 명시한다. 시나리오는 바이러

스 전파 전망, 경제적 영향,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연구진의 최선의 이해도에 기반

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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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구성하기

COVID-19가 전세계 은행 업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COVID-19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은행업계에 영향을 미칠 10가지 요소:

10

01

05

03

07

02

06

04

08
09

은행이 주주 환원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하리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감독기관 규제 및 규제 수용 예상치를 포함하여 은행들이 감수해야 할 새로운 책임이  

등장할 것이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팬데믹 초기에 등장한 은행-정부간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체계적 안정성과 인프라 개선 정책 추진으로 미래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가계는 근본적으로 재무적 위험 감수 의지를 재고할 것이다. 

은행들은 COVID-19 상황과 디지털 상호작용 도입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입을 거부하던 기존 통념에서 

벗어날 것이다. 

주요 대출 기관들 사이에서 신용위험 수용 범위가 축소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거 상당히 과감하다고 여겨지던 비용 절감 조치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장된 수익률, 운영의 탄력성,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은행의 투자 범위는  

축소될 것이다.

원격 운영 모델은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이며 이것이 가진 장단점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다 판단된 요소들은 전 세계의 은행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따라서 각 현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변동 혹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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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주주 환원을 넘어 사회적 역할

을 하리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주요 동향

·  정부와 은행이 제휴해 대출자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금

융 지원을 하고 있다(예: 한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 정

부가 상품권을 제공했다1).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주택담

보대출 만기 연장 및 신용카드 금리 인하를 시행해 대출

자의 요구에 대응해 왔다.2

·  약 30만 명(캐나다인 기준) 이상을 고용3하고 있는 캐나

다 최대 은행 각각은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기 전반에 걸

쳐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는 어떠한 정리해고도 실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4

·  세계경제포럼(WEF)의 2020년 연례 회의 주제가 시사

하였듯,5 기관들은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을 단행하고 있었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의 이익과 번영 

균형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시사점 요약

·  최근의 분기 수익이 발표됨과 동시에, 소비자와 규제 당

국은 팬데믹 상황 중 은행의 대응 및 기여도와 관련된 재

무적/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  은행업계의 광범위한 수준의 사회적 목적 구체화 및 사

회적∙환경적∙경제적 가치(TBL, Triple Bottom Line)

에 대한 고려사항을 수용 수준은 새로운 규제 형성 및 소

비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은행들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각종 지원(예: 강화된 휴

직 제도, 상담, 건강 모니터링, 기타 "은행의 역할을 넘어

서는" 서비스 등)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정부에 버금가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 협력 시 은행은 건강, 안전, 목적과 같은 요

소들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팬데믹 초기에 

등장한 은행-정부간 협력이 더욱 증

가할 것이다 

주요 동향

·  각국 정부는 자본 분배와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은행 시스템과 협력해왔다(예: 영국 CBILS, 이탈리

아 Cura Italia, 미국 CARES Act)8 

·  캐나다 은행 CEO들은 빌 모너우 재무장관과 정기적으

로 소통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팬데믹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6

·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럴 은행과 노조원들은 업무복귀 시

작에 따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

다. 홍콩 골드만삭스는 안전을 보장하고 바이러스의 재

발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업무 복귀 방안

을 시행하여 5월 25일까지 50%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

다.7

시사점 요약

·  국가적 영향력을 지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은 연

방, 지방 및 시 정부 정책과 접근방식 사이의 통합 지점 

역할을 해야 한다(예: 은행은 안전한 업무 복귀 관리에 

대해 정부 및 상업용 부동산 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팬데믹 상황에서 등장한 민관 협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필수적인 수준의 바이러스 검사, 확진자 추적 및 정부와 

공공 보건 기관의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  캐나다 은행 경영진과 정부 간 공조와 같은 팬데믹 상

황에서 등장한 각종 협력 체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

망이다. 

10가지 요소는 COVID-19 심각성을 불문하고  

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Deloitte Report, The Star; 2 Deloitte Report; 3 CBA; 4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TD, BNN Bloomberg; 5 World 
Economic Forum; 6 Financial Post; 7 New York Post, Reuters; 8 Deloitte Analysis, White & Case, Norton Rose Fulbright, 
Lexology, Deloitte Report, Y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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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는 근본적으로 재무적 위험 감수 

의지를 재평가할 것이다. 

주요 동향

·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받는 영향이 더욱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만 100만멱이 

일자리를 잃었으며1, 44%의 가구가 일자리를 상실하였

고2, 700만명의 개인이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에 지원하였다.3

·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는 지난 4월 미국 민

간 부문에서 2,0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한

다. 또한, 약 6주의 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약 3천만 명 이

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4

·  과거 금융 위기는 각 세대의 구매 동인, 가치관 등을 포

함한 생활 양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은 실물 자산과 

주택, 자동차, 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에 소비를 집

중했고, 소매 구매는 회복이 더디었다.5).

시사점 요약

·  소비자들은 신용등급 유지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

할 것이며, 신용카드 소비와 주요 자산 구매(예: 주택 

및 자동차)를 줄일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 부채감소

(deleveraging)와 금융기관의 수수료 기반 수입 감소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  자본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고객들이 고금리 저축예금

계좌(HISA)와 정기예금 같은 상품으로 몰리면서, 팬데

믹은 고객들의 저축성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  많은 수의 영세업자들이 사업 실패를 겪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신규 사업이나 벤쳐 사업 추진을 기피할 것

이다.

·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장기 저축이나 투자 상품에 대한 

마케팅 보다는 현금흐름 자문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거 상당히 과감하

다고 여겨지던 비용 절감 조치들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주요 동향

·  은행은 이미 비용 절감(예: 디지털화, 자동화, 가상화)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현재

의 위기로 이러한 기조가 가속화되었다. 

·  팬데믹에 맞서 신속한 대응과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위

해 계획에 없던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영

국의 다국적 투자 은행 Barclays 는 팬데믹 이후 임직

원의 본사 근무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6

·  전반적으로 핵심 인프라의 대규모 전환 프로젝트는 차기 

회계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COVID-19

으로 인해 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지만, 예정된 프

로젝트가 취소되진 않았다.

시사점 요약

·  은행은 최적의 채널 믹스(예: 대면, 셀프 서비스, 옴니)

를 재점검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객 경험

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  예상치 못한 비용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은행은 불

필요한 지출을 두 배로 줄이고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할 수 밖에 없다.

·  디지털화를 위한 상당한 자본 지출의 필요성으로 인해 

은행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

다. 

·  은행이 효율적 수준의 지출 비율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는데, 이는 팬데믹

으로 인해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Global News; 2 Government of Canada; 3 Forbes, U.S. Chamber of Commerce; 4 ADP, Market Watch; 5 NBC;  
6 New York Post,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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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감독기관 규제 및 규제 

수용 예상치를 포함하여 은행들이 감수

해야 할 새로운 책임이 등장할 것이다. 

주요 동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미래의 금융 위기에 대비

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법안(예: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 및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했다.

·  중국은 현재 자국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 선물, 뮤추얼펀드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100%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1

·  캐나다 은행들은 이미 디지털 고객 서비스(예: 정부 혜택 

계정을 등록하기 위한 단순화된 인증)를 활성화하기 위

한 일부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2

시사점 요약

·  전세계 은행들은 사업 연속성 계획(BCP), 유행병 계

획 및 사이버 복원력(cyber-resiliency) 측면에서 특

히  팬데믹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규제와 책임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  일부 규제 변경은 보다 완화된 양상을 보이며, 은행들

이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예: 모든 "원

본" 서명을 대체하는 디지털 서명)를 완전히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솔루션

이 요구될 것이다. 

·  기타 규제 변화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리스크(예: 스트레스 테스트, 소비자 보호 및 행동) 를 완

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7

·  COVID-19과 관련된 규제 당국과 정부의 우선 순위엔 

안정성, 보안 및 소비자 보호가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것

이다.  효율성, 경쟁 또는 효용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정책은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

로 규제 기관의 주요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체계적 안정성과 인프라 개선 정책 추

진으로 미래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

이다. 

주요 동향

·  위기로 인해 본인 확인과 관련된 결제 인프라 업그레이

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

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향상된 데이터 역량으로 팬데믹 상황의 지출 성향에 대

한 수집이 가능하다.3

·  2020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은 COVID-19 팬데믹 중 몇

몇 선별된 도시에 국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여 현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4

·  팬데믹 이전부터 필리핀 CIMB 은행은 이미 신규 고객

이 디지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분증 제공업체 

Jumio와 협력하고 있다5. 이러한 디지털 프로그램들은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은행은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예: 현재까지 17억 달러에 달하는 피

해를 추적한 사이버보안 회사에 대한 벤처 캐피탈 자금

지원6).

시사점 요약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추진4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금융 인프라 프로그램의 이행은 혁신과 경쟁, 보안 

간 균형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  정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실채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SPV(특수목적법인) 체계를 개발할 것으

로 보인다.

·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해결 방안이 단순히 개인에 집중

되기 보다는 영세업자 및 기업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활용 범위는 재난/비상사

태 전달 및 추적까지 확대될 것이다. 

1 The Washington Post; 2 Mondaq; 3 Deloitte Analysis; 4 Los Angeles Times; 5 Business Wire, Tech Wire Asia;  
6 PitchBook; 7 Financial Conduc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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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COVID-19 상황과 디지털 

상호작용 도입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

입을 거부하던 기존 통념에서 벗어날 

것이다. 

주요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면적인 디지털 도입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직접 판매, 셀프 서비스, 디지털 어드바이스 

및 전자 결제 부문의 발전이 몇 주 사이 가속화되었다.

·  디지털 기술 활용을 다소 꺼렸던 고객들 조차도 불가피

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며 점차 새로운 방법의 편

리함을 깨닫고 적응 해나가고 있다. 

·  금융 기관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객

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관들

은 장단기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과 효율성을 확

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1 예를 들어 영국 

TSB 은행은 대출상환구제제도([Loan repayment 

holiday] 개인 또는 기업 대출)를 신청하는 고객을 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2

시사점 요약

·  기업 수준의 투자가 가속화되어 사업부 및 운영부(예: 인

력 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 전반에 걸친 핵심 기술

의 활용 범위 확장과 일관성이 보장될 것이다.

·  신중하게 결정된 출시 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수행

될 예정이었던 기술부문 투자 계획은 보다 가속화될 전

망이며, 디지털로의 급격한 전환이 보장된다면 더욱 속

도가 붙을 것이다. 

·  소비자의 디지털 채널 활용도는 디지털 기술 이용에 대

한 적응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다소 지체될 것이다. 

·  모바일 결제 채널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예: 간편결제 

한도 증가) 물리적 화폐와 ATM의 사용이 크게 감소하여 

은행의 물리적 인프라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ATM과 

현금 관리 인프라를 결합하는 컨소시엄 모델에 대한 새

로운 관심이 기대된다.

보장된 수익률, 운영의 탄력성,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은행의 투자 범위가 축소될 것

이다.

주요 동향

·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거나 또는 향후 문

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계획을 중심

으로 중단, 시작, 지속의 3개 항목으로 계획을 구분했다. 

CIO들은 최대 20%에 달하는 IT 구축 및 신규 프로젝트

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4 

·  원격 근무 및 상세한 검토 없는 즉각 대응 체계로 인해 보

다 정교해진 횡령, 피싱, 사이버 공격 등 금융 사기가 확

대되어 비용이 증가하고있다.3

·  새로 추진 예정이거나 규모가 증가한 예상 외 지출에 대

한 승인은 보다 고위직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5 

·  감독 당국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비용 계획 주기

는 보다 더 단축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사점 요약

·  새로운 수익을 신속하게 창출할 프로젝트(예: 자본 시

장) 또는 주요 상품, 서비스 및 채널에 대한 서비스 비용

을 최소화할 프로젝트(예: 자동화/디지털화)에 상당한 

프로젝트 자금이 재할당 될 가능성이 높다.

·  은행들은 사기 대응, 인수절차 강화, 유동성 관리 등을 

포괄하는 운영 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

다. 현 위기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만한 운영상의 

약점은 팬데믹 이후 신속한 운영 기조 회복을 위한 부문

에 대한 투자이다. 

·  은행들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 통합 시 발

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데

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

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 확장을 추구할 수 있다.

·  COVID-19 대응책을 통해 은행들은 신속한 대응 및 신

규 체계에 대한 적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되돌아보는 

한편, 과거 업무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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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loitte Report; 2 Deloitte Report, Mortgage Finance Gazette; 3 CBC; 4 Forbes; 5 Forbes.

2. 시나리오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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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출기관들 사이에서 신용위험 

수용범위가 축소하여 특정 부문에 대

한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

이 필요하다. 

주요 동향

·  캐나다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기대신용손실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자대출의 채무불이행이 

약 50~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1

·  저비용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통화정책 조정과 

더불어, 세계 각국 정부는 은행과 대출기관의 신용 위험 

부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 요건을 축소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2

·  중국에서는 기업 및 지역사회 기반 대출자들에 대한 지

원 확대 목적으로 등장한 대출상환유예 프로그램(loan 

forbearance programs)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연

체 납입자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3

시사점 요약

·  중기적으로 신용 손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현실적

인 신용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 

요건(부채비율에 대한 새로운 합의 기준, B-20/B-21 

스트레스 테스트 변경,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범위)

을 상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  개인의 유동 자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대출 시장은 성장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리스크가 적은 프라임 고객층의 상

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준프

라임(near-prime), 혹은 비프라임(non-prime)고

객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유동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통화정책으로는 주

류 대출기관의 신용 위험 부담 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권발행이나 보증 등을 통해 

대출 기관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개입이 불

가피할 것이다. 

원격 운영 모델은 빠른 속도로 진화

할 것이며 이것이 가진 장단점은 회

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

이다. 

주요 동향

·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대다수 인력의 재택근무 조치4 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Deutsche Bank의 IB 부

서 인원 84%가 원격 근무 중이며,6 캐나다에서는 팬데

믹 발생 이후 1주일 내 원격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한 은

행 직원의 비율이 약 20%에서 최소 85%로 증가했다.4

·  기존 업무 환경으로의 복귀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

다. 중국에서는 위생에 대한 관념이 높아져 근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5 한편, 웰스파고 은행은 약 18만 

명의 직원이 향후 단기적으로 원격 근무를 지속할 것으

로 예상한다.6

시사점 요약

·  모든 기업은 원격 근무와 관련하여 가상 업무 환경 지원 

수준, 임직원 반응, 비용 절감 기회, 생산성에 미칠 역효

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인재 관리, 인력 구성, 기업 부동산 관리, 채널 간 소비

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시스템 구축, 다양한 

인력(사내 및 외부 인력)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량이 필

요하다. 

·  원격 근무중인 직원이 자신의 역할에서 동기 부여를 얻

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수단과 리

더십 기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 협업, 지침 및 코

칭 제공, 직원 성과와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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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e and Mail, CIBC; 2 Deloitte Report; 3 S&P Global, Deloitte Report; 4 Deloitte Analysis; 5 Wall Street Journal;  
6 New York Post,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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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변화 양상의 추측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확산 및 심각성 변화 양상은 어떠할 것인가?

국가 간 협력의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낮은 영향

효과적인 협력

높은 영향

협력 실패

01

02

급증 후 급감

바이러스 발견 

초기에 확진자 

급증 후 빠르게 

감소

조직적 협력

·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간 빠르고 효과적인 

공조가 일어나고 각국 정부는 과감한 결단력 및 추진

력을 바탕으로 행동

·  조직적인 전략과 최선의 대응(예: 강제 자가격리 및 

검사)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

·  국가 간 인적 이동 최소화 및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

시키기 위한 협력

·  향후 전파력이 높은 질병, 바이러스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협력 실패 및 분열

·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자원 및 물자 공급에  

있어 각국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부재

·  불분명한 책임 소재 및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과 정보 공유

·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하는 인적 이동 제어의 실패 및 

정책 실행의 효율성 및 일관성 부재

자체 종결

개인 간 빠른  

전염 및 확산 후  

'집단 면역 체계'

발현

점진적 확산

점진적인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

극심한 변동성

치명도는 감소 

하나 바이러스 

확산의 계절적 

변동성 존재

2차 유행

1차 유행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2차  

유행 발생

2. 시나리오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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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COVID-19 이후의 세상

충
분

하
고

 효
과

적

낮은 영향 높은 영향

국
가

 간
 협

력
 수

준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

협
력

 실
패

각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진압하나, 

중소기업, 저소득층, 중산층 등 사회 곳곳은 적지 않

은 타격을 불균형적으로 입게됨

·  바이러스 확산 속도 통제

·  체계적인 보건 시스템 및 효과적 정책 마련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바이러스를 진압하느라 어

려움을 겪는 와중에, 대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추세로의 진행 가속화

· 장기화하는 팬데믹

· 팬데믹 통제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 주도

바이러스는 확산 및 팬데믹의 장기화로 각국 정부는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고, 이로 인해 공급망이 축소

되고 감시체제가 강화됨

·  심각한 수준의 팬데믹 반복 발생

· 글로벌 협력 실패 및 정책 실패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고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패권 확보

·  심각한 수준의 팬데믹

·  동아시아 국가 주도의 공중 보건 및 의료 협력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The passing storm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Lone wolves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Good company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Sunrise in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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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  강력한 은행 시스템의 부상 – 은행은 '뉴노멀' 상황

을 탐색하는 한편 팬데믹의 영향이 더욱 상당하였던 

고객들에게 지원 제공

·  금융 기관들은 회복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합리화

와 효율성 추구에 더욱 집중 

·  팬데믹 기간에 걸쳐 시범적으로 도입된 체계들이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디지털화에 대한 

장벽 완화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  동양권의 신속한 회복 기조로부터 얻은 교훈은 서양

권의 회복 양상에 영향

·  거대 테크 기업(big tech; 빅테크)들이 글로벌 경

제 활성화 및 전염병으로부터의 회복에 큰 역할 수행

·  테크 기업에 대한 신뢰 향상 및 고객의 디지털 전용 서

비스 활용 가속화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대형 은행과 정부의 개입을 통한 경제 회복 및 위기 이

후 책임 범위의 확대

·  신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채널 확대로 보유  

고객층 확대 

·  보다 완전한 디지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감독 

기관 규제 완화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  소형 은행의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 통

합이 확산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대형사 고객 의존도 

심화

·  대형 은행의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강력한 제한 

·  신용 손실 및 자본 확충 압박 증가로 인해 신용대출 여

력과 신용 위험 수용 범위는 영구적으로 감소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각 시나리오 별 은행 업계 변화 양상

2. 시나리오 구성하기



COVID-19 시대의 은행업계 19

금융산업본부 특집

다음 7가지 요소로 인해 각 시나리오 전개 양상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은행 업계의 미래 또한 달라질 전망이다

01

05

03

07

02

06

04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

국제 경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은행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의 대규모 변화(예: 금리)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변화

소비자의 선호와 신뢰의 변화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고객 자문 및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비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친화도

규제 대응

감독 규제에 따른 부담 변화는 어떠한가?

각 시나리오 별 금융 및 비금융 규제의 점진적 혹은 근본적 변화가 전개되는 정도

경쟁 구조의 변화

각 사의 성장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 통합 수준, 경쟁력 수준 및 국제 시장에서의 위치 변화

기술 도입

기술 도입에 대한 지원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각 시나리오 별 디지털 및 기술 솔루션 수용 양상의 변화

기업 운영 체계 변화

업무, 인재, 업무 체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각 시나리오 별 상품, 채널, 업무 및 인력 구성, 운영 체계 변화 양상

리스크 관리 집중

업계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자본, 유동성 및 타 리스크 관리 전략 등 은행의 주 관심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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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요소 및 시나리오로 구성한 매트릭스를 통해  

잠재적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The passing storm Good company Sunrise in the East Lone wolves

거시경제·금융시장 변화

글로벌 경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효과적인  
정부 대응으로 초기  

경기침체 후  
점진적 회복

은행이 원조 제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점진적 회복에 기여

디지털 경제 및 
업무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빅테크 기업이 
존재하나, 회복세는 

매우 느림

보호주의 무역, 
상품 및 부동산 시장 

황폐화로 인한 
혼란에 빠짐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변화

소비자의 선호와 신뢰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만, 

디지털 뱅킹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편의성이 증가함

위기를 막고 소비자/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신뢰 증진

빅테크 기업이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여기며 빅테크에 대한 
신뢰 증대

전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 회피 및 

저축에 초점

규제 대응

감독 기관의 규제 부담은?

기존 국제 기준을 
유지하며, 신속한 

사용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승인이 보류된 상태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자 

규제 완화 확대 

유동성이 주입됨과 
동시에 고갈되며, 

다양한 정책이 
압박을 받음 

경쟁 구조 변화

각 사의 성장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용 및 손실 증가에 
따라 초기에는 
이윤 압박에 
직면하지만, 

점차 성장

소규모 금융기관은 
자본잠식과 통합에 

직면해 있지만, 
대형 은행은 
시장 점유율 
유지에 집중

해외 시장에 디지털 
접목 상품을 출시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증대

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구제금융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수준으로 

영업 규모 감축

기술 도입

도입에 대한 지원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이전과 동일한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하나, 
투자활동은 가속화될 

전망

안전한 디지털 전환 및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 증가

빅테크가 주도하고 더 
발전한 시장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 기술 
도입 증가 예상

기업 디지털화 및 
가상 채널이 강조됨에 

따라 비대면 
원격 솔루션에 집중

기업 운영 체계 변화

업무, 인재, 업무 체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COVID-19 이후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에 

초점

특수 분야에 전문화된 
인력, 온쇼어링 및 

원격 근무를 비롯한 
유연성 향상 추구

빅테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운영 체계 도입이 
확대되며, 물리적 환경의 

활용은 대폭 증가

구조조정, 인력/
부동산 감소, 

온쇼어링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구성됨

리스크 관리 집중

업계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고객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단기적인 리스크 직면

은행의 역할이 경제적 
안정 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담 확대

운영 체계 변화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손실이 증가하면서 
재무 부문의 
고초 예상

외국 관할권에 갇힌 
자본과 소규모 

금융기관의 잠재적 
실패 등 체계 

안정 유지 난항

범례

약간의 격변

참고: "격변"은 인식 가능한 효익 측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대규모 또는 소규모,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의 관점에서 고려 중
인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측정된다. 시나리오 상세 분석에서 자세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점진적인 격변 극심한 격변

2. 시나리오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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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과 그것이 의미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다.

…  과거 데이터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는 점을 염두에 둔다. 본 시나리오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다. 만약 본 시나리오가 기존의 기대와 예상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시나리오가 제 기능

을 하지 않는 것이다. 

…  현재의 기대치에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에 집중하거

나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조심한다. 

…  각 시나리오가 시사하는 전반적인 방향과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 사항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다.

…  은행의 특성이나 유형(예: 시장 규모, 역량, 지방은

행/글로벌 은행)에 따라 구체적인 전망이나 세부적

인 관점만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시나리오에 확률을 부여하지 않는다. 시나리오를 읽

으며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질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임을 잊지 않는다. 

중요 조건 섹션은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시나리오 개요는  각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준다

관점 개요 섹션에는  
6가지 주요 관점에 걸쳐  
각 시나리오의 향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다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  
섹션은 주요 경제 및 금융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3. 시나리오 상세 설명

시나리오 검토 시 주의 사항

Do...

DON'T...

시나리오 별 내용 구성

Page 1: 시나리오 개요 Pages 2 & 3: 관점 개요

은행 관련 시나리오 검토 시 

고려 사항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는 이 시나리오들

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전에 예

상했던 것 중 무엇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가? 

각 시나리오에서 귀사의 현재 비즈니스

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거나 몇 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계획이나 기회들 중 무

엇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가? 

어떤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생태

계가 등장할 수 있을까? 어느 기존 기업

이 성공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가? 

각각의 시나리오 아래에서 고객들은 무

엇을 특히 중요하게 여길까? 주요 변수 

(예: 지역, 인구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질 수 있는가?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량, 관계,  

자산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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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주요 발생 상황 

·2차 대유행의 징후는 없다

·�정부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바이러스를 진압하기 위한  

자원과 메커니즘이 동원된다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는 여름부터 2020년 말에 반등한다. 초기에 회복은 더디지만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 하반기에는 가속화된다

·�주요 은행은 심각한 자본 문제를 겪지 않으며, 디지털화 및 효율성에 관련된 변화가 지속된다

시나리오 개요

COVID-19 팬데믹이 세계를 뒤흔들지만, 느린 초기 대

응 이후 점차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이 나타나며 정치권

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 COVID-19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COVID-19는 우려했던 것보다 일찍 종식된다. 그러나 팬

데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어려운 시기 

속에 사람들의 불균등한 역량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은 위기의 후유증으로 직격탄을 맞지

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충격이 제한되고 소비 심리가 상

승하여 2021년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다른 시나리오 대비 입지가 확고한 기존 은행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만, 위기 이후에 새로운 사업 환경에 직면하

게 된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고객, 규제기관과 금융 

기관에게 디지털화의 가치가 입증된다. 일시적이라고 생

각되었던 많은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은행 효율성

과 기술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 

· 에너지 가격과 국제 무역 재개되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중단된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기 시작한다. 

· 강력한 정책 대응은 은행업계에 구조적인 피해를 방지

하고 1-2년 안에 플러스 성장세로 회복하도록 이끌지

만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은 여전히 압박을 받는다.

· 은행들은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연장을 제안하고 신용

카드 이자율 감면 및 대출 중단 지양 등 채무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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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ng Storm(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시나리오 상세 설명

고객 태도 및 행동 변화 규제 경쟁 상황 변화

· 디지털 채널의 비중이 높아지고있으며, 
단순 거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고객들은 
보다 깊이 있는 자문을 구하고 복잡한 니
즈를 채우기 위해 물리적 대면 채널을 지
속적으로 선호한다.

· 특정 분야(부동산, 자동차 등)에서 억
눌린 고객 수요로 인해 고객 활동이 증
가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서서
히 회복된다.

· 고객들이 향후 COVID-19 대유행에 대
비하기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 함에 
따라, 위기 이후 추가로 개설하는 예금 
계좌의 수와 현금 보유량이 증가한다.

· 금융 기관이 신뢰성과 규제 현대화의 필
요성을 입증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인증 요건 완화 등)
가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 고객들이 규제 당국에 위기 동안 은행들
의 공격적인 이윤 추구 가능성, 불공정한 
판매 관행,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감시하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운영에 대
한 정밀 조사가 증가한다. 부정적인 결과
는 고객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

· 각국 정부는 위기 동안 은행의 우수한 
실적을 보고 특정 산업(여행, 석유, 가
스 등)과 지역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
한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 시 은행과 협
력하려 한다. 

· 규제에는 글로벌 기준(Basel, IFRS)
이 적용된다. 지속적인 대출을 보장하
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게 되면서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과 유동성 허용치는 대부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 대형 금융기관들은 소규모/지방은행들
이 더 어려움을 겪는 동안 회복세를 이용
하여 신규 고객 및 자산을 확보한다.

· 높아지는 고객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도 기존의 중소형 은행들은 디
지털화를 위한 자금의 규모 조건을 충족
하기가 어려워진다.

· 소규모 금융기관은 인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고, 잠재적 인수자들이 목
표 금융기관의 재무성과가 더 악화되기
를 기다리고 있으며,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
내 M&A 활동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은
행들은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계속
해서 찾는다.

기술 도입 운영 모델의 진화 위험 관리 포커스

· 금융기관 내부에서 기존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이 가속화된다. 은행 인프라 현
대화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부각되기 때
문이다. 핵심 기술 이니셔티브를 내놓는 
데 대한 경영진의 관심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투자는 열외된다. 

· 과거에 비해 기술 솔루션 제공에 대한 반
대 의견이 줄어들어  프로그램을 더 빠른 
시일 안에 제공하게 된다.

· 디지털 셀프 서비스 거래는 기관들의 우
선적인 투자처가 되지만 자문은 여전히 
인간이 주도한다. 자문 채널의 중점은 원
격 커뮤니케이션 툴의 사용 증가와 기술 
전문가의 대체에 집중된다.

· 금융기관들이 비(非)고객대면 이니셔
티브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새로
운 백오피스 엔터프라이즈 최적화 작업
이 둔화된다.

· 은행들은 주요 상품이나 사업부문을 폐
지하지 않고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는 압
력을 받는다.

· 업무와 인력은 대부분 위기 이전의 상태
로 돌아오지만, 은행은 효율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일부 업무 
카테고리(콜 센터 등)를 원격으로 유지
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찾는다.

· 디지털 셀프서비스 외에도 대부분의 채
널 구성은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지점에 귀속되지 않은 자문 채널이 지속
적으로 성장한다.

· 은행들은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드러난 디지털 및 원격 채널의 격차를 해
소하는 데 투자하고, 계절적인 이용자 수 
증감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채널들의 
신속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프
로그램에 투자한다. 

· 덜 복잡한 서비스가 디지털 채널로 옮겨
지고 은행들은 일부 기능을 가상화하기 
위해 지점 네트워크를 테스트하며, 지점 
현대화 프로그램은 지점을 자문 센터로 
재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자본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이 수동적인 성
격을 띄며 은행은 COVID-19 위기의 단
기적인 영향(예: 부실채권 증가)을 대비
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이 위
기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된다. 경제
가 회복되는 동안 금리 기반 경쟁과 대출 
손실의 정상화는 제한적이다

· 은행은 모든 부서에 걸친 광범위한 문
제(예: 부동산, 인력 충원 정책, 비즈니
스 연속성, 금융 범죄)를 관리해야 하
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
요해진다. 

· 전자 거래가 증가하고 원격 인증이 일반
화되며 전자 결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
라,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를 완화하고
자 강화된 사기(fraud) 탐지 활동이 성
공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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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2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요 발생 상황 

·�은행 및 기업이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고 경제 회복에 일조하기 위해 앞장선다;  

직원/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과 배당금 일부를 사용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더욱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현저하게 커진다.

·�경기 회복은 2021년 말에 시작된다. 2022년 초에는 회복세가 더디며 하반기에는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이후 고객들의 심리와 재량적 지출은 빠르게 상승한다.

시나리오 개요

COVID-19 팬데믹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위

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된다. 세계 경제가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 기관(대형 은행, 선두적인 지방 은행)과 기타 

대기업들이 나서서 각국 정부들의 불충분하며 조직적이지 

않은 대응이 남긴 공백을 메우고, 이로 인해 신뢰를 얻으며 

이미지 쇄신을 한다. 대기업들은 또한 일반 고객에게 미치

는 영향력(및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을 넓히며,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 이후 생산량이 급증하는 것을 관찰

하면서 공급망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COVID-19 대응의 선두에 서면서 얻은 신뢰와 명성을 바탕

으로, 대형 금융 기관들은 회복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진취

적인 금융기관들은 고객, 생태계 내 기업, 규제당국의 요구

에 부합하고 글로벌 은행 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활용하며, 비전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 

· 금리는 2022년 말까지 0%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억

제된 부동산 수요가 2020년 말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고객 신용 대출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통화 정책(금리 인하, 유동성 및 자본 조달을 통한 시장 

개입 등)과 규제는 위기가 시작된 직후 경제를 유지하

는 데 도움이 되며, 경기부양책은 제한적으로만 도움이 

된다. 민간 기관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사

회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 정부는 석유에 의존적인 경제 및 농촌 경제가 경험하는 

불균형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며, 정부는 장기적인 회복

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대기업과 은행이 주

도하는 투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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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본부 특집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나리오 상세 설명

고객 태도 및 행동 변화 규제 경쟁 상황 변화

· 지역사회 지원, 경제적 희생, 사이버 위
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치솟
는다. 팬데믹이 정점일 때 고객을 지원한 
은행일수록 위기 이후에 고객 이탈율이 
낮으며 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 대출 및 기타 뱅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위기 이후 더 높아지며, 은행들은 고객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가격과 이자율을 덜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이전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
이 은행 상품과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은행들이 규제당국
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도입의 마찰과 비
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 고객들은 로봇이 아닌 인간미가 있는 디
지털 경험을 선호하여, 물리적인 채널에 
대한 필요성이 유지된다.

· 은행들이 비용이 적고 편리한 디지털 채
널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기적으로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신용 거래 흐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규제 당국은 특히 부실 위험에 처한 채권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은행, 핀테크 
회사, 대형 은행 간의 국내 M&A 활동에 
더욱 관대해진다.

· 정부는 중기적으로 특정 산업(석유 및 
가스 등)을 회생시키기 위해 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거나 허용 범위를 확대
하며 리스크 수용 범위를 늘리도록 권
장한다. 

· 선두적인 금융기관들은 개인 고객과 중
소기업 고객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신뢰 중심 모델
을 채택한다. (예: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를 관리하여 고객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
명성 증대)

· 은행들은 자산과 고객층을 늘려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며, 시장 점유
율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은
행 영업 비용 감소에 따라 최소한의 순익
은 확보하게 된다.

· 이익률은 낮은 이자율, 수수료 및 거래량 
감소로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신용 손실 주기와 원격근무 관리를 위한 
운영비 증가로도 압박을 받는다.

· 장기화된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자본이 부
족한 기업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국내
외적으로 M&A 활동이 활발해진다. 선
두 기업들은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 중심이 
될 소규모 기업이나 핀테크 중소기업 인수
를 모색한다(사내 파트너십 추진 등).

기술 도입 운영 모델의 진화 위험 관리 포커스

· 점유율 증가를 위한 고객 대면 솔루션 투
자가 늘어난다. 은행은 고객 확보 역량과 
새로운 상품 혁신에 집중한다. 

· 디지털 채널 수요와 도입이 증가하고, 은
행들은 다양한 셀프 서비스 채널과 특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격 근무 인력을 결
합한다. 은행들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동안, 고객들을 위한 디지
털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고객
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 은행은 선도적인 특허 기술 솔루션을 개
발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차
별화한다(고객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AI 
활용, 결제 지원, 재무 상태 개선 등)

· 기업들은 맞춤형 상품 개발 영역에서 우
위를 점하기 위해 양질의 실시간 데이터
를 활용한다. 특히 신뢰도가 높아져서 데
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이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

· 직접 판매는 증가했으나 운영 비용이 증
가하고 간접 채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
하면서 유통 모델의 형태와 이에 따른 이
익률이 변화한다.

·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던 이니셔티브가 (팬데믹 장기화로 인
해) 일상적인 비즈니스가 되면서 재교
육 및 콜센터 역량이 늘어나며, 온쇼어
링(onshoring)은 영구적인 근무형태
로 정착된다.

· 기관들은 원격 인력을 늘리고 부동산 규
모를 최적화한다(지점 네트워크 축소 
등). 이로 인해 비용의 구성이 바뀌어, 인
건비가 늘어나는 대신 근무 공간에 들어
가는 비용을 절감한다. 이러한 근로자 중 
다수는 적어도 정보에만 관련된 서비스
를 지원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다.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때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발전한다. 

· 리더는 혁신과 실험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에 초점을 두며, 리더십 스타
일과 경험이 발전한다.

· 은행업계는 특히 제한된 정부 지원 때문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출을 제
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역
할을 하면서, 보다 나은 고객 지원을 위
한 마지노선에 대해 새롭고 계획적인 관
점을 취한다. 

· 신용 리스크, 체납, 고객평생가치
(lifetime value) 프로파일은 계속 약화
되고 변동성이 커 은행들이 회복 기간 동
안 알맞은 집단들을 공략하기가 어렵다.

· 대형 은행의  자산 기반은 비교적 견고하
다. 대손예상액의 증가로 인해 현금 보
유량을 늘려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정
부, 예금자, 도매자금조달 기관들을 통해 
필요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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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3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주요 발생 상황 

·�아시아 국가들은 팬데믹의 확산과 심각한 사태를 신속하게 통제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회복기를 벗어난다.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인도주의적 노력을 현저히 증가시켜 국제적인 명성을 강화한다.

·경제 회복은 2021년 말에 시작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가속화된다. 아시아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시나리오 개요

COVID-19 팬데믹의 수준이 심각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

관성 없이 전개된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질

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서구 국가들은 느리고 일

관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인간,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에 대응하려 노력한다. 아시아 국

가들이 경제적, 인도주의적 노력을 통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되면서 세계 권력의 중심은 점점 아시아로 이

동한다. 

세계 경제는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세계 무역 흐름의 감소

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

일이 걸린다. 기업들은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 등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으로 아시아를 바라본다. 서구권의 정부들

은 소규모의 지방 은행들의 도산으로 여러 지역의 금융 서

비스 부문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밖에 없다. 

대형 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경험을 제

공함으로써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 고객들이 이

러한 경험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금융 서

비스 전반에서 AI와 디지털 툴의 발전을 촉진한다.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 

· 더딘 회복과 지속적인 통화팽창 정책(장기 금리가 0 혹은 

0에 가까움)이 지속되며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회

복이 매우 더디다.

· 소규모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기로 인해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어려움에 처한 금융 기관들은 위기 동안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 경제 회복은 아시아에서 시작되며 지속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또한 혁신적이며 디지털 서비스를 갖

춘 아시아의 소규모 지방 은행들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게 된다. 

· 글로벌 총 생산의 위축은 유가를 크게 억제하여 주요 석유 

생산국이 추가적인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지역들이 이윤

을 낼 수 있는 석유는 대부분 아시아 항구로 향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다른 인프라 투자

가 필요할 수 있다. 

· 다른 국가들의 느린 회복과 보호주의적 언사는 세계 무역

의 패턴을 바꾼다. 예를 들어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간

의 관계 약화로 많은 국가와 아시아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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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본부 특집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시나리오 상세 설명

고객 태도 및 행동 변화 규제 경쟁 상황 변화

· 가계가 대출을 줄이면서 대출 수요가 감
소하고, 고객 대출 잔액이 영구적으로 감
소하는데, 자동차 및 신용카드 부문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 고객들은 단순한 상품과 쉬운 디지털 경
험을 원한다. 더 나은 고객 경험과 가장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고객 니즈가 
이동한다. 주택담보대출 다수가 인정 비
율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모기지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 고객들은 테크 회사와 디지털 플랫폼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테크 회사
와 은행 간의 신뢰도 격차가 줄어들게 되
며 대형 테크 기업이 리테일 뱅킹의 영역
(전자상거래 구매를 위한 할부 대출 등)
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베디
드(embedded)" 금융으로의 가속화
로 이어진다. 

· 고객들은 금융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통
제권을 자동 알고리즘에 맡긴다; 고객들
이 AI 기반의 툴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데
이터 공유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은 더 대중화된다.

·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화와 원격 근무 발
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가 완화된
다(디지털 서명 제한 완화 등). 이로 인
해 다른 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테크 회사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존하기보다는 경
쟁과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다
양한 규제 이니셔티브(오픈 뱅킹 등)를 
통해 이뤄진다. 

· 국내 자본 가용성이 낮아지면서 유동성
과 거시건정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한 새로운 자금 출처가 필요하게 되고,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은 매력적인 조건
을 가진 외국 자본 흐름을 더 많이 장려
하게 된다. 

·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정부 활동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가 확대되
는 방향으로 개인 정보 규제가 개편된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의 초점이 
개인의 정보 통제권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하는 쪽으로 기운다.

· 서구권의 금융기관들이 (낮은 수요, 운영 
모델에 대한 부담 증가, 가용한 자본의 감
소 등이 성장을 방해함에 따라) 운영 효율
성을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아
시아에 있는 금융 기관들은 탄력적인 수
요, 내부 운영, 실적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
율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 대형 테크 회사들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중요한 역량(디지털 ID, 인증 등)
은 물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시장에 침투한다. 이러한 플랫폼 기
반 서비스는 우수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
함으로써(POS 대출, 리워드, 오퍼 등) 은
행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 서구권의 기존 금융기관들은 해외에서
의 존재감을 재편하는 반면 새로운 진입
자들과 글로벌 테크 회사들은 혁신의 방
향과 속도를 주도한다. 자본이 풍부한 아
시아 금융 기관들은 점점 더 해외에서 기
회를 찾는다.

기술 도입 운영 모델의 진화 위험 관리 포커스

· 최종 고객 대상 디지털 셀프 서비스 및 
디지털 자문과 같은 프런트 오피스 부문
에서 중점적으로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 디지털 셀프 서비스는 자문 제공 부문에
서 매우 강조된다. 도입에 대한 진입장
벽이 무너지고(고객 선호도, 규제 등), 
더 많은 고객 여정이 기대 이상으로 디
지털화된다.

· 은행들은 점차 대형 테크 협력사의 핵
심 역량을 소비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파
트너를 맺고자 한다. 이로 인해 독점적
인 플랫폼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라지
고 독점 기술 사용에 기초한 차별화 능력
이 감소한다.

· 은행, 대형 테크 회사, 고객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클라우드 및 API 연
결에 더 익숙해진다. 이는 전 부문간의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여 부문간 솔루션
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거
버넌스 및 데이터 현대화에 투자하여 이
러한 환경에 적절히 대비한다.

· 100%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등장
하며, 이들은 비핵심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 디지털화 확대로 고객 대면 운영의 인건
비가 영구적으로 감소한다. 고객 서비스 
부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
이다(산업 전문가, 자산 규모가 큰 고객 
관리 매니저 등).

· 은행들은 새로운 진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화 역량을 구축하면서 오프쇼
어링에서 벗어나고, 이는 결국 백오피
스 직원 관련 막대한 비용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 고객들이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상호작
용하기 위해 물리적 장소로 방문하는 방
식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
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모
델을 모색하게 되면서 지점 통합이 가
속화된다.

· 디지털 채널을 통한 높은 한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사기나 금융 범
죄가 증가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이는 
더 나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활용한 상황인지형 네트워크와 같이 현
대적인 조사 기법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 서구권의 기존 은행들은 유동성을 비축
한다.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 진입자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고객과 중소기업 
신용 대출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회복
을 촉진할 수 있다. 

·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은 긴급 구제금융
이 필요하거나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으
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금융
기관이나 영향을 받은 부문(여행, 관광 
등)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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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4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주요 발생 상황 

·�COVID-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되고 진화하며, 백신 개발이 어려워 퇴치가 힘든 것으로 판명된다.

·�국가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경시하며 고립주의 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공급망을 현저히 줄이고 경제 생산

량을 저해한다. 

·�일부 세계 경제 회복은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되며, 국가마다 회복률이 다를 것이다. 소비 심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장기간 유동성 투입으로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여력이 소모됨에 따라 금융 시스

템은 장기화된 구조적 부실로 난관에 처한다.

시나리오 개요

COVID-19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 상황은 장기화된다. 백신 개발은 묘연하며 

COVID-19 상황이 세계 보건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면

서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침체된다. 세계가 점점 분열되

면서 수십년 간의 세계화 흐름이 역전된다. 사망자 증가와 

사회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모든 국가는 안전을 명분으로 

고립주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고립주의적 대응은 무역 흐

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지정학적 협력을 감소시킨다. 게

다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감시가 흔해진다. 

정부는 팬데믹을 근절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와 사회 정보를 수집한

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목도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투자 불확실성은 자본 시장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친다.

부채가 많고 약화된 정부들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

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금융 규제는 고립주의로 변한다. 

리테일 뱅킹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소규모 기관들은 안

전자산을 선호(flight-to-quality)하며 위기 극복을 위

해 노력하고, 대형 기관들은 핵심 상품 수와 지역 범위를 

줄인다.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 

· 고용 수준, 고객 수요, 전반적인 경제 생산량이 전례 없

는 수준으로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갈지는 불확실하다.

· 공급망은 국내 생산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국제 무역이 

얼어붙게 된다. 이는 외환 거래량과 다른 상업 은행 활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 시장은 담보

권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침체를 겪는다. 

·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수요가 낮은 편으로 에너지 산업과 

특정 국가(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에 심각

한 부담을 준다. 보호주의 조치들로 인해 석유 시장 성

장을 장려할 무역 협정의 효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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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시나리오 상세 설명

고객 태도 및 행동 변화 규제 경쟁 상황 변화

·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 현금과 저위험
의 유동성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은 자금을 주로 저축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변한다.

· 고객들이 저축하거나 필수품에만 지출
을 하는 대신 중요한 구매(주택, 자동차 
등)와 재량 지출을 포기함에 따라 신용 
대출(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에 대한 수요는 붕괴된다.   

· 은행들이 물리적인 채널과 사람이 하는 
자문 서비스를 축소함에 따라 고객들은 
디지털 채널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 혁신적 기업들(로보 어드바이저, 디지털 
뱅크 등)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고
객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객
들은 전통적인 은행으로 몰린다.

·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영자 보상을 
감축하여도 은행이 '결정적 순간'에 고객
을 외면한 것으로 보여져 은행에 대한 여
론이 악화되고 고객 이탈이 늘어난다.

· 은행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관련된 운영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자금세탁 방지/KYC).

· 일부 소규모 리테일 은행과 비은행 디지
털 대출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도달하
여 더 이상 유동성 및 자본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 통합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 규제들이 해제된다.

· 지역사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은행들이 계
속해서 약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
문에 은행의 운영 행위는 더 철저한 감시
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지역사회 지원 인
프라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직
면해 있으나, 이를 수익성 있게 실행하지
는 못한다.

· 은행 규제는 점차 더 국지화되고 보호주
의에 초점이 맞춰지며, 은행의 해외 자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자본 요건이 늘
어난다.

· 구제금융 프로그램(공동대출, 보조금, 보
험)은 많은 고객들의 재정 상황이 장기간 
악화됨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다. 

· 금융기관들이 소규모로 효율비를 개선하
고 빠른 성과가 있는 매우 확실한 프로젝
트에만 투자하려 하고 중요한 성장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 규모가 작고 자본이 부족한 기관들은 파
산과 통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중 
일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낮은 가격
에 매각된다. 

· 해외 진출 은행들은 다양한 규제 체제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과 운영을 단
순화할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로의 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 일부 글로벌 은행은 규제가 다양하고 엄
격한 여러 나라들을 넘나들며 영업하는 것
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당국의 자
국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사업체를 닫는다.

· 고도로 세분화된 시장에서는 수익성/투
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신규 진입자가 시
장을 이탈하게 된다. 고객 장부와 디지털 
자산은 대형 기업에게 매각될 것이다.

기술 도입 운영 모델의 진화 위험 관리 포커스

·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술(자동화/RPA, 
디지털 신원, 온라인 서명, 문서 캡처)의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는 전사적 수준
의 디지털화로 사업계획을 바꾼다. 이로 
인해 규모에 맞는 투자가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차이가 생긴다.

· 전 세계 경제는 비대면 상거래를 가속화
하고 화폐를 통한 전염을 줄이기 위해 현
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상인들은 판매 
시점 및 전자상거래 체크아웃을 강화하
는 기술에 투자한다.

·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운영비 절
감에 대한 제도적 필요에 의해, 셀프 디
지털 자문과 원격 자문 채널이 예상을 뛰
어넘어 급증하며, 단순 거래뿐만이 아니
라 복잡한 대화까지도 포함된다. 

· 악화되는 시장상황과 증가하는 비용 압
박으로 인해 은행들은 전체 인력을 유지
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실업률 증가
를 억제할 필요를 느껴 은행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자리 감소를 제한하도록 압력
을 가한다.

· 은행은 증가하는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위험분담을 강조하는 이행계약서를 통해 
제3자를 활용하는 등 상당한 온쇼어링에 
착수하고 인력을 파견직으로 전환한다.

· 원격 근무로 완전히 전환한다. 모든 운
영과 콜센터를 원격 근무로 전환하는 것
이 우선시 되고, 업무 공간을 위한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비용 구성이 
바뀌며 기업 부동산에 상당한 압박을 가
해진다.

· 서비스 대리점은 여러 채널(지점, 디지털, 
콜센터 등)에 걸쳐 개선된 경험을 제공하
는 동시에 인력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들
은 기본 이슈 해결 방식이 자동화됨에 따
라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은행들은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세계
적으로 영업 규모를 줄인다. 여러 나라에 
제공되는 상품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 증가하는 대손예상액과 자본 압박은 자
산 규모를 영구히 축소시키고 대출 가용
성을 저해하며 신용 리스크 성향을 심각
하게 감소시킨다. 많은 소규모 기관들
은 자본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도산하
거나 합병해야 한다. 은행들은 일상업
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을 보호하
려고 한다. 

· 리테일 은행들은 국제적인 영업이 제한
되고 해외 자산의 회수가 발생하는 가
운데 규제자본을 국가별로 분할 관리하
며 시장 유동성과 산업의 이익률이 감
소된다.  

· 고객 신용도는 고용 수준과 경제 생산량
이 계속 변동함에 따라 예측하기가 매
우 어려워진다. 리테일 은행들은 개별 
신용 공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채무
불이행과 대손예상액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한다. 

· 팬데믹 영향이 국제 협력과 시장 참여
자들 사이의 협력을 감소시키면서 사
기(fraud)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사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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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들에게 LIBOR 금리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로부터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RFR; Risk-Free Rate)로의 

전환이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 바 있다.1 한국은

행 보도자료2에 따르면 국내 LIBOR 연동 외화거래 중 

2022년 이후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2019년 6월 기준 

683조 원에 달하는 등 은행, 자산 운용사, 보험사, 기

타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거래를 좌지우

지한다. 즉, 시장의 LIBOR 금리 의존도는 상당하며 적

정한 대비책 없는 갑작스러운 LIBOR 금리 고시 중단은 

구조적 리스크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규제 대

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는 LIBOR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LIBOR 금리 

고시 중단에 의한 새로운 금리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

에 있어 기관이 직면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복잡한 과제이다. 일부 기관은 신규 금리체계 

전환 업무에 이미 착수한 한편, 몇몇 규제기관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전환 작업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3 이는 

정형화된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다. 이사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평판, 법률적, 소비

자 관련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

해야만 한다. 

LIBOR 금리 고시 중단으로 인한 신규 금리체계로의 전

환은 연관된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수많은 기관

이 직면한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본 리포트의 목적

본 리포트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그러

나, 상당 부분은 LIBOR 금리와 연관된 금융 상품을 보

유한 기업 등에도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성공적인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시사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의 3

개 단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1단계 :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LIBOR 금리 고시 중단으로 인한 신규 금리체계로

의 전환은 연관된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수많

은 기관이 직면한 주요 전환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전

환 업무의 감독 관리를 위해 회사는 경영진 중심의 

전담 추진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

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

계약의 당사자인 민간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

서줄 것을 당부2한 바 있다.

1. 리포트 요약

" 국내 금융회사들도 2022년부터는 LIBOR 

대신 영국/미국 등의 새로운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각 금융

회사 CEO님께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여 지표 전환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은행 부총재 (재표금리 개선 추진단 공동단장) 

윤 면 식, 2020년 5월 12일

1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2월: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19&zcd=0
02001016&zno=1445&cno=5142.

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5월 13일: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09/view.do?nttId=10057855&menuN
o=201065&pageIndex=1

3  Speech, Andrew Bailey, FCA, 2018년 7월:https://www.fca.org.uk/news/speeches/interest-rate-benchmark-
reform-transition-world-without-l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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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환 로드맵 설정

·  우리나라의 대응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 보

이고, 2022 년부터 LIBOR 거래 중단이 확실한 것으

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준비 가능한 기간은 1년 남짓

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예시된 준비 작업을 회사의 

거버넌스 체계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는 다음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i) 재무 관련 영향 파악 및 전환 방

식 결정; (ii)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출시 

및 규모 결정; (iii) 기존 보유고객 /거래 전환; (iv) 

LIBOR 금리 프로세스 및 인프라 탈피

3단계 : 리스크 파악 및 경감책 사전 도입

·  신규 금리체계로의 전환 시 경영진이 반드시 대비해

야 할 주요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경감책 마련 및 경감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후속 

보고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i) "전환 성공 기업과 실패 기

업"이라는 결과는 고객 불만족 및 평판 리스크로 이어

질 수 있다; (ii) 고객의 전환 거부로 인해 LIBOR 금리 

익스포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iii) 재무 성

과가 재무 목표에 미달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및 회사는 LIBOR 금리의 산출 중단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2022년 이후 만기도래하는 국내 리보(LIBOR) 연동 

외화거래 규모는 683조 원(2019년 6월 기준)에 달

하고 있다. 2

LIBOR 금리의 사용이 없어질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

황에서 앞으로는 해당 금리지수를 사용한 금융상품 거

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기존의 거래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당

장은 금융기관과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는 새로운 

금리지표도입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5월 13일: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09/view.do?nttId=10057855&menuN
o=20106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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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금리 고시 중단의 배경은 무엇인가?

금리 전환은 2014년 이래로 전 세계의 공동 추진 목표

였다.5 마침내 2017년 7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위감독청) 의장 앤드류 베일리가 

2021년 이후부터 FCA는 더 이상 소속 은행들에게 

LIBOR 금리 시세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 밝히면서 해

당 시점 이후부터 LIBOR 금리의 효력이 사라질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LIBOR 금리는 영국이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

다. 따라서, LIBOR 금리 고시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0년 5월, 한국은행의 부총재는 오는 2022년 리보

(LIBOR) 금리 산출 중단을 앞두고 민간 금융사에 서한

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거래의 대표적 지표

금리로 사용되어 온 LIBOR가 2022년부터 산출 또는 공

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지표금리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외국 금융회사들의 사례와 같이 국내 금

융회사도 2022년부터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

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행

과 정부(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

단"을 출범시키고 민간 금융회사 중심으로 "리보 금리 대

응 TF"를 구성하여 각 금융회사 CEO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9년 주요 금융사의 감사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금융사의 헤지회계처리

시 완화된 접근 방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관련 내용이

다. IFRS가 이런 예외 규정을 발표한 것을 고려해 보면,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LIBOR 금리 관련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된 바 있

다. 각종 뉴스 및 연구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2012년경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이 리보(LIBOR)와 유리보(EURIBOR)를 조작한 협의

로 약 4억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고 최고경영진 사

임,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있었으며, 씨티그룹, HSBC 

등도 당시 조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 LIBOR가 조작 논란에서 자

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리보 금리

는 실제 거래 금리가 아니라 보고 은행 담당자의 주관적

인 판단이 개입된 예상 거래이고, 극히 일부 대형 은행

만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 간

의 담합이 있다면 일부에게만 유리한 금리가 발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처

한 금융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

리를 보고하는 경우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건을 전후해서 관찰되었다고 한다. 

2. 개요

LIBOR 금리의 문제점과 대체 지표금리로
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감독 당국은 LIBOR 금리를 뒷받침하는 거래 데

이터가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 

" 금융위기 이후, LIBOR 금리는 더 이상 은

행 간 대출 시행에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 Mark Carney, Governor, Bank of England, 

2018년 5월 4

4  Speech, Mark Carney, Bank of England, 2018 5월: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
speech/2018/staying-connected-speech-by-mark-carney

5  Following a report by the FSB on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2014 7월:http://www.fsb.org/wp-
content/uploads/r_1407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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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거래 데이터가 없다면, LIBOR 금리 시세 제출은 

전문가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금리 조작의 리스크

를 야기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만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FCA 소속 은행들은 시세 제출과 관련하여 "소량의 실제 

거래 데이터와 입증이 어려운 판단 기준에 상당히 의존

하는" 시세 제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

에 FCA는 소속 은행들이 계속해서 LIBOR 금리 시세 제

출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전하였다.6

· LIBOR 금리는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연계되어 유

통중인 상품의 가치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만기도래하는 국내 리보 연동 외화거래 규모는 683조 원

(2019년 6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후 만기 되는 상품의 경우 전환 기간의 대체 지표금리  혹

은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 무위험 지표금리(RFR)는 LIBOR 금리와는 다르게 

형성된다.

무위험 지표금리(RFR)는 말 그대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한편, LIBOR 금리는 금리 리스크를 반영한다. 따라

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고정금리는 LIBOR 금리 대

비 다소 낮을 수 있다. 즉, LIBOR 금리로부터 무위험 지표

금리(RFR)로의 전환은 기존과는 다른 시장 가치 형성을 

의미한다. 즉,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가치 평가 방식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무위험 

지표금리(RFR)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초기부터 제한적

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 시장 전체 혹은 규제 관할 간 통합을 위한 협력 기조

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규제 기관은 시장이 전환을 견인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

요하다. (i) 임시 지표; (ii) 특정 상품에 대한 금리 체계; 

(iii) 헤징의 영향 해소 방안 및 헤지 회계 관련 이슈, 이 요

소들을 모두 전개하려면 기업, 법률 자문가, 회계사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협업이 없다면 전환 리스크는 증가할 

것이다. 

· LIBOR 금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결론적으로, LIBOR 금리 개혁은 매우 복잡하다. 성공적

인 전환은 다양한 시장 내 기업 및 공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1

주요 기관의 상호 의존 체계

자산 운용사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개발 시 자산 운용사의  

수요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환에 가속도  

부여 가능 거래 기관

프로토콜, 기준, 임시 지표  

개발에 주 역할 수행

은행 및 증권사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디자인 및  

출시를 견인하며,  

적소에 유동성 공급

시장 인프라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의 거래 가능  

환경 대비 지원

감독기관

금융 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한편 필요 시 권력 행사

6  Speech, Andrew Bailey, FCA, 2017 7월:https://www.fca.org.uk/news/speeches/the-future-of-l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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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들의 대응 현황

" COVID-19이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LIBOR 

금리 고시 중단일자를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것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 Deloitte LIBOR Transition Newsletter, June 2020

해외 주교 국가의 문제 인식은 어떤가?

여러 사건 및 비판을 계기로 2012년 이후 주요 국

가는 LIBOR 금리를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FR; 

Risk-Free Rate)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 FCA은 LIBOR 연동 거래의 감소, 금리제

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 

의무를 2021년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7

년 7월, FCA 청장 Andrew Bailey, 현 영란은행 총

재). 또한, 20년 3월 25일에는 BOE(영란은행) 및 

FCA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LIBOR 지표 전환은 2021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주요국의 대응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리체제를 발표한 국가

들도 있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대체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로 개발된 지표들이 

잘 전파되고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적 지원을 실시하고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조항 마련

LIBOR 연동 계약(파생상품, 대출, 채권 등)을 

LIBOR 산출 중단 이후에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

도록, 계약서상의 대체 조항(fallback provision)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림에 정리된 내용처럼 

trigger(LIBOR 영구 산출중단 또는 FCA 판단에 따

른 의사결정) 발생 시 대신 사용할 대체금리 등이 대

체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 및 경제적 환

경 조성

한편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스왑파생상

품협회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에서 대체조항을 개발하여 신

규거래 및 기존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

시할 예정이고, 현물상품은 자국의 여건에 따라 적용

할 대체조항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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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3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

LIBOR 대체조항의 구조

+ +

구분 국가 기존 지표

대체지표

지표명 성격 선정시기 산출기관

단일지표
체제

미국 LIBOR SOFR1)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RFR) 17.6월 뉴욕연준

영국 LIBOR SONIA2)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17.4월 영란은행

복수지표
체제

유로지역

EONIA3)

LIBOR
ESTR4)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18.9월 ECB

EURIBOR5) 개선EURIBOR 은행간 호가금리 - EMMI8)

일본

LIBOR TONA6) 익일물 무담보 콜금리(RFR) 16.12월 일본은행

TIBOR7) 개선 TIBOR 은행간 호가금리  - 일본은행연합회

주: 1)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2)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3) Euro Overnight Index Average (익일물 은행간 무담보금리)

 4) Euro Short-Term Rate

 5) Euro Interbank Offered Rate

 6)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7)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8)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s (유럽자금시장협회)

기간 위험  
(term premium)

신용 위험 
(Credit Premium)

익일물 무위험금리 
(RFR)

개선된 기존 기간물 지표금리 (EURIBOR, TIBOR 등)

적용 요건(Trigger)

LIBOR

(*) 상기 페이지는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을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114&menuNo=2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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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우리나라도 2019년 6월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공동으

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후 2020년 초 민

간 금융회사 중심의 "리보 금리 대응 TF" 등을 출범해 

리보(LIBOR)금리 산출 중단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

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인 7월 말까지 은행들이 

2022년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구성(그림 4)은 아래와 같다. 

2019년 6월 14일 Kick-off 회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년 LIBOR 조작사

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

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언

급함.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는 CD금리는 발생 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

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 신뢰성이 낮다

고 지적했으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체

계적으로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2020년 1월 20일 회의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 신규계약 체결에 있어서 

LIBOR 금리 사용은 축소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LIBOR 

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 금리 산출이 중단

될 때를 대비하여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

영해야 함. 기존계약은 거래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내용 

변경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

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 대응 가능함. 특히, 일

괄대응이 어려운 금융 계약은 회사 자체적으로 법률검

토를 통하여 계약 변경을 해야 함.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우리나라의 무위험 지표금리 개

발은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있음. 향후 주요국 사례를 고

려하여, 콜금리, RP 금리 등을 후보 금리로 고려하고 있

음.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투명한 운

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공개용 홈페이지를 운영함.

금융지표 관리체계 준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

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임.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

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출에 있어

서도 그 방법 및 절차, 설명서, 이해 상충 및 내부통제 등

을 구체화함.

그림 4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
(금융투자협회)

리보 금리대응 TF
(은행엽합회)

대체지표개발 작성반
(한국은행)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금융거래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2019년 6월에 출범시켰습니다."             

-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웹페이지

(*) 상기 페이지는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관련 웹페이지 내용을 정리함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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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금리 대응 TF

리보 금리 대응 TF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동 주

관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실무 대응반 중 하나

다. 은행연합회가 간사를 맡아 리보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금융업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1월 31일에 출범하였다.

참여기관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 증권사, 운용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금융연구

원, 자본연구원 등

2020년 6월 18일 회의

대응계획 및 현황 조사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국 

금융청에 리보(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계획을 제

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은행 내 TF 구성, 리스크 

파악 및 관리, 상품별 익스포져 파악, 대고객 안내 방

안, 회계·세무 관련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음.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국내은행·외은 지점에 CPC를 통해 

리보 금리 산출 중단 관련 이행계획 제출 및 리보연계 

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음.

금융위 제도개선반 회의(6.1.) 주요 내용도 동 회의에

서 소개함

·  금융위 주관 제도개선반 회의에서 금감원·연합회는 

은행권 리보 금리 대응 현황 및 리보 금리 대응 TF 운

영 현황을 보고

  (금감원) 리보 금리 산출 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점검 

및 이에 따른 업무 수행 내역 점검 예정

  (연합회) 대응 TF 회의 개최 경과 공유 및 홈페이지 구

축 보고. 추후 모범 사례 공유 및 설명회 등 진행 예정 

·  리보 금리 대응 TF 등을 통해 全 금융업권이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당부 (금융위)

  뉴욕주 금융청 대응 계획 기제출 은행 외 다른 은행

에서도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은행권 외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리보 금리 대응 TF 

참여 협회 및 회원사 통해 적극 대응 추진 요청

그림 5

리보 금리 대응 TF

리보 금리 대응 TF
(간사 : 은행엽합회)

파생대응팀 여신대응팀

전문지원팀 (IT, 회계, 법률)

은행연합회연구팀

" 리보 금리 대응 TF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실무 대응반 중 하나입니다. 은행연합회가 간사를 맡아 리보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금

융업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1월 3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 리보 금리 대응 TF 웹페이지 

(*) 상기 페이지는 "은행연합회 리보 금리 대응 TF" 웹페이지 내용을 정리함

https://www.kfb.or.kr/libor/ma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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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동향

·  (영국 FCA) '21년 말까지 리보 금리의 전환이 완료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20.3월)하였으며, 대출 상

품의 경우에도 '21년 1분기 말까지 리보 금리 연계 

신규계약이 중단되도록 노력 촉구('20.4월)

·  (미국 ARRC) 시장참가자들이 USD LIBOR 사용 중

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Best Practices 및 새로운 

Timeline 발표('20.5.27.)

ISDA 최근 동향

(ISDA) 대체조항(fallback)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결

과 요약 보고서(5.14.) 및 추후 수정된 표준 계약서 마

련 계획(7월 중) 발표

·  IBOR Benchmark fallback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 발표(6.2.): 

Factsheet: Understanding IBOR Benchmark 

Fallbacks

·  지표금리 개혁 및 전환 관련 배경, 경과, 현황 등을 정

리한 웹페이지 마련(5.11.) : Benchmark Reform 

and Transition from LIBOR

그림 6

지표금리 개혁 모범 권고 사례 

구분 Fallback 반영
USD LIBOR 

신규계약 중단
Fallback rate 

선택·통지 기한

FRN '20.6.30.까지 '20.12.31.까지 LIBOR 중단 6개월 이전

Business Loan '20.9.30.까지 '21.6.30.까지 LIBOR 중단 6개월 이전

Consumer Loan
Mortgages : '20.6.30.까지
Student Loans : '20.9.30.까지

Mortgages : '20.9.30.까지 관련 규제에 따름

Securitizations '20.6.30.까지
CLOs(대출채권담보증권) : 
'21.9.30.까지
그 외 : '21.6.30까지

LIBOR 중단 6개월 이전

Derivatives ISDA 발표 이후 4개월 이내 '21.6.30.까지 -

출처: 美 ARRC(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Recommended Best Practices('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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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회의

리보 금리 연동 대출약정서 Fallback 사례 발표

·  2020.3월 뉴욕주 금융청에 리보 금리 산출 중단 대

응계획을 제출한 국내 7개 은행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산업 · 기업 · 농협 등 뉴욕주에 지점 또는 

해외법인이 있는 은행)은 리보 금리 연동 대출 약정

서에 반영할 Fallback 초안을 마련(2020년 7.16.)

·  우리·기업은행의 Fallback 마련 사례 공유

은행권 대출약정서 Fallback 초안 관련 정리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1. 본인 확인 문구

2. 리보 금리에서 대체지표금리로 전환되는 경우(trigger)

3. 대체지표금리

4. 대체지표금리의 조정

5. 기준금리의 변경 시점

기타 각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대고객 안내 방안

·  (주요 경과) 대응TF 차원의 대고객 안내방안 초안 

마련(2020년 7월 7일) TF 담당자 의견 수렴(2020

년 7월 15일)

    - (안내방식) 영업점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통해 안내 
    -  (안내문) TF 담당자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소제목 추

가 및 문구 일부 수정 수정안으로, 연합회 내부 법무
팀 검토 및 외부 법무법인 용역 의뢰 필요 여부 검토

기타 각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파생 대응팀 회의(2020년 7월 21일) 결과 공유

·  ISDA 표준약정서 개정 동향 공유

 -  ISDA는 현재 '20.7월 중 개정 Definition 및 Fallback 
Protocol 발표를 목표로 초안 마무리 작업 중

 -  Non-ISDA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를 Fallback  
Protocol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자동으로 Fallback 조
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예) KOFIA(Korea 
derivatives agreement) 등

 -  다만, ISDA Protocol에 명시하더라도 국내 약정서 
변경 필요성 여부 등 검토 필요

(*) 상기 페이지는 "은행연합회 리보 금리 대응 TF" 웹페이지 내용을 정리함

https://www.kfb.or.kr/libor/ma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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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LIBOR 관련 대응은 금

리지표의 변경을 위한 실무적인 이슈 해결에 대한 고민

과 함께 향후 운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금융사 및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회

사에서도 예상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단계 : 견고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첫번째로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거버넌

스 체계의 구축이다. 다양한 분야의 내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내부 조직 활용이 필수적이다.

5. 금융기관 및 회사의 대응방안

그림 7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

경영진

경영 위원회

핵심기능

프로젝트 추진 지원단
(경영 위원회 구성원이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

프로그램 추진 위원단이 
총괄하는 전사 추진 위원회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 워킹 그룹

경영 위원회

감사 위원회

통제기능

리스크 
관리위원회

사업영역

소매금융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투자관리

재무

IT

법률

세무

자금

리스크

준법감시

내부감사

프로젝트 추진 지원단:

상위 관리직(SM&CR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이

어야만 하며, 혹은 경영 위원회 구성원이 담당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경영 위원회 외부자가 담당하게 된다

면, 전사 추진 위원회장에게 일정 기간에 맞추어(월

간) 보고해야 한다. 프로젝트 전사 추진 위원회는 경

영 위원회나 경영진과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프로젝트 추진 지원단은 프로젝트 관련 감독

기관과의 주 소통을 담당한다. 

경영진:

프로젝트 추진 지원단으로부터 주기적인(분기별) 보

고를 받아야 하며, 감사 위원회와 리스크 위원회는 담

당 범위 내에 포함되는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

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 LIBOR 금리 개혁이 재무제

표에 미칠 영향,  위험회피회계, 리스크 적발 및 경감)

프로그램 추진 위원단:

전환 추진 프로젝트의 주 결정권자로, 사업 추진 관련 

직접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위 직급자여야 하며, 

효율성 및 효과적인 결단을 위해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사 추진 위원회는 전사적 관점에서 특정 사업 분야

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포착하고 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

우 또한 적시 파악 및 해소되어야 한다.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 워킹 그룹:

시장 및 규제 동향과 더불어 전체 프로젝트팀의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워킹그룹은 주기

적으로(격주) 합동 내부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

다. 또한 매주 단위로 전사 추진 위원회에 현황 보고

를 진행해야 한다.

리스크 및 준범 감시 기능: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하여 리스크 및 경감책을 조기

에 발견하고, 조직의 LIBOR 금리 개혁 전략에 대해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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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금리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환과 관련된 의도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IBOR 금리로부터 무위험 지표금

리(RFR)로의 전환 결과나 시행 시기(2021년 말)와 관련

된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규제기관이 분명하게 

공표한 것은 금리 규제를 담당하는 FCA가 언급한 LIBOR 

금리 고시 중단뿐이다. 현 상황에서, LIBOR 금리는 더 이

상 EU BMR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규 상품에 

대해 이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뒷받침하는 규제 사항 부재로 인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기관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LIBOR 연계 상품에 대한 직접적

인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 상대방 기업의 경우 전환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

행될 것이다. 

한편 일부 거래 상대방 기업이나 고객들이 금융 기관의 전

환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경우도 있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환 시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

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의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시사점

조기에 전환 전략에 대한 통일된 의견 도출 및 전환 계

획을 설정해야 한다 

·  전환 전략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 "조기 대응자"로의 

인식 필요성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조기 대응자"는 신속히 LIBOR 금리 연계 상품 판매

를 중단하고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RFR)  상품을 제

공하는 금융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기관은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계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

만, LIBOR 금리 연계 상품 판매까지 중단한 곳은 아

직 없다. 이러한 주요 의사결정은 전환 관련 시점 및 

활동, 필요 자원 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고객 안내 및 상품 계약 재협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률이나 규제의 부재로 

인해 전환 시 특히 무위험 지표금리(RFR) 상품에 대

한 수요가 제한적인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 접근 및 재협상 과

정은 복잡할 것이다. 각 금융 기관이 보유한 단일 고

객과의 다양한 관계(대출, 예금, 파생상품, 채권 등)

를 고려하였을 때, 각 고객이나 거래 상대 기업에 대

한 일관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  일부 상품의 경우 재협상 없이 단순히 고객 통지만 필

요하기도 하다. 한편 202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파상생품은 

시장의 조치로 인해 상품 계약 수정이 훨씬 수월할 것

으로 보이며,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 이에 동의 서명

을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채권 보유

자 대부분의 동의를 요하는 채권 상품의 경우에는 협

상이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전환 계획은 유연해야 한다  

·  각 기관들은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그들의 재무 성

과 및 전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변

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프로젝트의 주요 시점마다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

며, 필요 시 지연 발생에 대해 산업 표준(예: 국제 스

왑 및 파생상품 기구(ISDA)의 시장 지침 및 상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지표)에 따른 협의를 도출

내부감사(IA: Internal Audit)의 역할:

내부감사팀은 프로젝트 거버넌스 형태, 데이터의 정

합성 및 접근 방식, 영향 평가 방식 등을 점검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내부감사는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독

립적인 관점을 수립해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점검

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내부감사는 감사 위원회, 상위 관리자 및 프로그램 추

진 위원단에게 보고를 통해 LIBOR 금리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한 견해를 수립해야 한다. 

I.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규제나 법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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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현재 전환 시점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금

융 기관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이다. 각 기관은 

외부 사건에 의존적이지 않은 전환 업무를 파악하여 

이에 한하여서는 목표 기한 내 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재무 상태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은 조기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LIBOR 금리와 다른 일부 지표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업무 

처리 과정, 각종 모델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 전환 과정은 

은행, 자본시장, 보험, 자산운용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 지주사의 경우, 각 사업 

부문 및 지점, 국가로 영향이 전파될 것이며, 이는 LIBOR 

금리 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특정 부문에는 최적인 한

편 다른 부문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사업 부문이 대출 관련 재협상

을 시작하고, 단순히 지표 금리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충

당금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예: 고객 요청

이나 상업적 기회 추진). 이로 인해 상품 계약 변경이 발생

하여 회계 처리에도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기타 주요 운영체계 및 IT 프

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러한 의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요하며, 추

진 위원단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시사점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조는 관련된 1순위 , 2순위, 3순

위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하나 이상의 사업 부문이나 기능 영역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이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하여 전사 추진 위원

회의 관리자(일부 경우에는 경영 위원회 및 경영진)

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한편 "일반적인 사업 기조 유지"와 적정 수준의 통제 

LIBOR 금리 개혁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 종류, 재무

제표 상태, 연관 사업 부문,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

영진, 때때로는 이사회를 통한 연속적인 전략적 의사결정

이 요구되기도 한다. 규제 기관에서는 진행 현황에 대한 

이사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시사점

각 기관은 정교한 시나리오 모델링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  기관들은 전환 관련 시나리오를 수집해야 한다. 최근 

산업 및 규제 동향을 반영하고, 사업 규모에 따른 영

향 또한 평가해야 한다. 시나리오 업데이트 및 영향 

반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진 정보(MI) 및 주요 성과 평가 지표는 어떤 프로젝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프로

젝트에 항상 적용되는 사항인 한편, LIBOR 금리 개

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업 분야와 국가들을 고려

하였을 때,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 걸친 의사결정이 더

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회의 빈도, 거버넌스 

체계에 관리자들이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 이를 적절

히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추진 업무가 글로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였을 때, 명확한 내부 소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전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협동 체

계를 마련하여 자원 조달을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각 사업 부문별 역량 

및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중앙 관리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II.  LIBOR 금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III.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IV.  경영진 정보(MI)  수립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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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나 핵심 요인이지만, LIBOR 금리 개혁의 경우 이

를 수립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상품 및 문서화

와 연관된 LIBOR 금리 관련 영향의 계량화 및 도출이 쉽

지 않다는 것이 주요인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그림9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사점

각 기관은 입력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정확한 수치를 정립하는 것은 각 기관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일 것으로, 아마 해당 시점에 최적 추정치를 반영하

여 재무 영향을 고려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이를 수정할 

것이다. 기관들은 입력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명

확히 해야 한다. 적은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소규모 회사

의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각 기관은 MI가 필요한 부문을 파악해야 한다

·  MI는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의 거래

가 전사 추진 위원회의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

르게 LIBOR 금리 익스포져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절차를 

추적하기 위한 시발점인 재무 익스포져를 파악하는 것

부터 사전에 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과 같은 업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미국·영국·유로 지역 등 주요국들은 무위험 

지표금리로 익일물(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

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

사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단기금

리이므로 무위험에 가까운 데다 실거래를 기

반하여 산출되어 조작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

니다. … 무위험 지표금리는 경제주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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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환 로드맵 설정

두번째는 명확한 로드맵 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늦어 보이고, 2022년부터 LIBOR 거래 중단이 확

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준비 가능한 기간은 1년 남짓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예시된 준비작업(그림 8 참

고)을 회사의 거버넌스 체계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8

전환 로드맵

업무 흐름

재무 영향 
파악 및 전
환 접근 방식 
정의

전환 도입 및 
거버넌스

프로젝트 
조직 및 
거버넌스 
수립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 추진

사용자 
교육

프로젝트 
플랜 수립 및 
리스크 
경감책 파악

내부 교육 
필요사항
파악

현재 
LIBOR 금리 
익스포져 
평가

초기 전환 
전략 수립

재무 리스크 
수용범위 
설정

주요 재무 
리스크 대응 
및 통제 
방안 수립

기존 상품 
판매 중지 
또는 
업데이트

고객 접근 
전략 수립

시스템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 
솔루션

약관 및 
과정 검토 및 
업데이트 

과정 및 
통제 구조 
개선

MI요구사항 
정의 및 전달

시행 및 
테스트

시스템 개발, 
테스트, 운영

다방면의 
협상 추진

고객 자료에 
업데이트 및 
고객 안내 
완료/고객 
접근을 위한 
사전 동의서 
확인

기존 LIBOR 금리 
프로세스, 시스템, 
기술 철회

전환

고객 
접근

정비된 상품 
포트폴리오 
수립

기존 포트
폴리오 
전환 전략 
수립

재무 리스크 
평가 및 
경감책 수립

신상품 개발 및 
출시 (신상품 
출시 승인 및 
모델 평가)

고객 소통 
및 인식 
확대

예상되는 
고객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도출

내부/외부적 
시스템 변화 
결정

과정 및 
통제에 
대한 
영향 평가

회계, 
세무, 
재무적 
변화 정의

규제 동
향 모니터
링 및 규
제 기관과 
중앙 은행
과의 관계 
유지 

거래기관의 
대체 지표금
리 및 조치, 
RFR 워킹그
룹 업무 모니
터링

상품 계약 
검토 및 
상품 계약 
타입별 
대응 방식 
결정

재무 리스크 
관리

고객소통
전략적
방향

상품 디자인 및 
대비 정도

법률 재무
기술 및 

운영
참여 활성 및  

모니터링 방안

무위험 지표금
리(RFR)  연
동 상품 
도입 및 상품 
규모 설정

보유고객/ 
기존거래 전환 

기존 LIBOR 
금리 프로
세스 및 
인프라 탈피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하반기

2021
상반기

2022

정기적인 
LIBOR 
금리 
영향도 
평가

전환 전략 
수립 및 수정



금융산업본부 특집

LIBOR 금리 개혁: 성공적 전환을 위한 대비 47

전환 프로젝트 주요 업무

4개의 주요 활동을 통해 전환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

다:

i. 재무 영향 파악 및 전환 접근 방식 정의

ii.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도입 및 상품 규모 설정

iii. 보유 고객/기존 거래 전환 

iv. LIBOR 금리 프로세스 및 인프라 탈피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우선순위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

할 것이다. 

전환 도입 및 거버넌스 : 본 자료의 5. 금융기관 및 회사

의 대응방안, 1단계: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참고 

전략적 방향: 각 기업은 재무 익스포져를 최대한 빠르

게 파악하여야 한다. 연말까지는 재무 익스포져를 일차

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

긴 하다(다만, 일부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익스포져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

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무위험 지

표금리(RFR) 연동 상품을 도입하는 시기와 LIBOR 금

리 연동 상품을 중단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기업들은 재무 익스포져 분석, 상품 계약 재조

정, 추적 등의 업무 추진 시 LIBOR 금리 재고 및 계획 대

시보드와 같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툴을 개발하고 활

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와 MI

의 예시는 그림 9 및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무 리스크 관리:  각 기관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재

무 리스크 및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시로는 

(i) 회계  (예: 유효 이자율 산출 및 손상 분석) (ii) 가치

평가  (예: 전환 1일 차 시가평가 및 전환의 승자와 패자 

구분) (iii) 리스크 관리 (예: 모델 변화, 곡선 추이 변화 

및 무위험 지표금리(RFR) 리스크 관리 툴 신규 개발 혹

은 기존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LIBOR 금리와 무위

험 지표금리(RFR)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각 기

관들이 가치 평가 체계 및 산출 방식, 상품 계약 리스크 

관리 모델에 변화를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헤지 전략 

또한 위험 회피 회계 영향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대상

이다. 무위험 지표금리(RFR) 시장은 신생 시장이며 상

대적으로 비유동적이고, 금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며, 

과거 데이터 부족, 국가별로 대체 지표금리가 상이하다

는 이유들로 인해 각종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현재 역량

에 따라, 각 기업은 단순히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 시

스템과 프로세스를 넘어선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상품 디자인 및 대비 정도:  2021년 말까지 전환을 달

성하기 위해서 매수측의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각 기관은 조기에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출시를 고려해야 한다(예: 시장 활성화를 위

한 채권 발행).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고객 소통: 고객들은 전환의 영향에 대한 정보 및 각 기

관이 취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

다. 고객 중심의 상세한 논의에 기반하여 초기 교육 자

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분야, 지역 간 의사소통 계획 

수립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한다. 

참여 활성 및 모니터링 방안: 외부인의 참여 중 가장 중

요한 부문은 아마 규제 기관일 것이다. 각 규제 기관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한 전략 

" FSB는 COVID 19 효과를 고려해야 하지

만, LIBOR에 대한 의존도를 2021년 말

까지 종료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기

로 하였다."

On July 13, 2020, John C. Williams, 

President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gave a speech titled "537 

Days: Time is Still Ticking" stating "if 

the pandemic has confirmed one thing 

about financial benchmarks, it's the 

resilience of robust reference rates." Mr. 

Williams added that firms "need to be 

prepared to manage your institution's 

transition away from LIBOR." 

-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웹페이지

-Speech, John C. Williams, FRB 2020년 7월8

8  Speech, John C. Williams, FRB 2020년 7월: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
regulatory/us-banking-and-securities-regulators-remind-institutions-to-prepare-for-libor-discontinu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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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환을 견인할 인사이트 도출

딜로이트의 글로벌 LIBOR 금리 분석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은 고객들에게 LIBOR 금리 개혁 프로젝트 시 분석  

내역 도출 및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아래는 사용 예시이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campaigns/uk/ibor/ibor/iborreform.html#What-is-LIBOR)

특정 곡선으로 재무 영향도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예: PV

영향, DV01과 현금흐름) 리스크 경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비즈니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전환 계획 및 고

객 접근 시 보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해 전사 추진 위원회와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산출물의 진행 현황을 추적할 수 있다. 

비즈니스 사용자 예시: 재무 영향 경영진 사용 예시: MI 분석

수립이 필요하다.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이 점차 강화되

면서 이러한 업무 흐름은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규제 

사항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업

들은 건전성 및 시행 리스크에 대한 관점 및 각기 다른 

시나리오 하에서 어떠한 평가 체계를 갖출 것인지 고려

해야만 한다.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5장 3단계 리스크 파악 및 경감책 사전 도입 참조)

시장 내 모든 기업들은 전환 관련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전환 및 기업들이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장 상황이 존재

하는데, 초기부터 이를 모니터링 하여 대응하고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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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요 리스크 및 경감책

3단계 : 리스크 파악 및 경감책 사전 도입

세번째는 구체적인 리스크의 식별 및 대응 방안 또는 

경감책 마련이다.

제대로 된 LIBOR 금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는 개별 기관 및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따라서, 개별 기관이 최대한 조기에 리스크를 파악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회피

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이사회와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감책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아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및 경감책을 예시해 보았다.

전환이 법률/제도적인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대응이 
부족하여 도입 지체 또는 
처벌 발생

·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 자금 지
원이 매우 필수적인 이유 전달

· 산업 내 워킹 그룹, 중앙 은행 및 규제 당국
과 협력

· 도입 전략의 일환으로 전환 관련 계획 및 진
행 현황을 문서화

회계적으로는 계약의 
제거 및헤징 관계 파기 
관련 이슈 부상

· 회계 처리의 영향을 받을 금융 상품 파악

· 기존 상품 계약 조정의 필요성 및 이로 인
해 기존 헤징 전략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
한 고려

· 전 임직원과 고객에게 관련 사항 안내

계약 지속은 법률적 리스크
를 초래할 수 있음

· 계약 조항을 분석하고 영향을 받게 될 거래 
상대방을 조기에 판별

· 영구 LIBOR 금리 고시 중단에 대비하여 계
약 조항 수정

· EU BMR 규정 준수 확인 

LIBOR 금리에 대한 재무 
익스포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계적 리스크 
발생

· LIBOR 금리 익스포져를 경감하기 위한 전
략과 목표 설정

·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고려

· LIBOR 금리 익스포져 모니터링 및 관리 역
량 활용

현재 보유한 금융 상품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조세 관련 문제 야기 가능 

·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 상품 식별

· 기존 상품 계약 수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각 
사업 부문에 미칠 영향 파악 

· 전 임직원과 고객에게 관련 사항 안내

프로젝트 추진 인력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전달 실패

· 내부 소통 전략 시행

· 특정 문제 제기 전 임직원이 취해야 할 프로
세스의 주요 항목들을 강조하는 방안 및 "주
요 항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환 트레
이닝 방안 마련

정보 불균형, 부적격 공시, 
이해 충돌로 인한 시행 
리스크 발생

· 명확한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

· 소비자를 구분하는 그룹핑 체계 마련 (예: 
비교적 덜 복잡한 소비자 그룹) 

· 공시는 명확하며, 공정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전환으로 인해 마주할 리스크 및 결과를 소
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019년 EONIA와 
EURIBOR로부터의 전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전환 방책에 집중하지 
못한 조직은 전환에
적절 대응 실패 

· EONIA 혹은 EURIBOR 전환을 통해 얻은 
교훈을 LIBOR 금리 개혁에 적용

· 타 국가에서 적용한 지표 정비 관련 활동 모
니터링

운영 이슈 및 기존 규제를 
포함한전환의 폭넓은 
영향력으로 인해 지연 
사태 발생 가능

· 운영상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행이 가능하도
록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사수

· 초기 영향 평가 시 마진 요구조건, 거래 내역 
검토와 같은 넓은 범위의 영향을 포함

무위험 지표금리(RFR) 
유동성 부족으로 수익률 
형성 및 상품 가격 책정이 
어려움

· 각 국가별 기존 LIBOR 금리 및 무위험 지표
금리(RFR)  연동 상품의 유동성 모니터링

·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출시를 
통해 무위험 지표금리(RFR) 시장 유동성 
확장에 대한 고려

· 모든 시장에 대해 기간 금리의 필수성에 대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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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스크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 대응

의 의무를 부여한다. 적절한 대비책이 없다면, 무위험 지

표금리(RFR)  연동 상품 개발과 같은 핵심적인 시장 기

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에서 이

들이 고객의 이익에 반하거나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

지 못한다 판단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과 같은 감독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프로

젝트 자금 지원이 매우 필수적인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영향도 평가와 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프

로젝트 각 활동 및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본 리포트

의 5장 1단계, 2단계 참고). 기관들은 특정 기업의 워킹

그룹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증명하여야 한

다. 중앙은행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이

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 및 진척 상황을 문서화하여

야 한다. 

기존 상품에서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으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일

부는 반대의 경우가 되며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것이다. 만일 진행 과정이 적합한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거

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대한 고객 항의

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예: 대형 은행이 무위험 지표금리(RFR) 워킹 그

룹의 일원이라면 고객들보다 전환의 장단점에 대해 더욱 

풍부한 인사이트를 보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이로 인해 이해 충돌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전환 프로젝트의 확실한 통제 및 

문서화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고객 소통 전략이 필수적이

다. 기업들은 전환으로 인해 받을 영향도가 더욱 큰 고객들

을 별도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받을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적은 구매력을 가진 고객(예: 

리테일, 중소기업 등)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명확하고, 공정한 공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 제출된 다양한 변동금리부채권의 

투자 설명서는 LIBOR 금리 개혁과 관련된 리스크 요소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기관들은 고객들이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나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리테일 고객과 같은 집단

의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정 

공시만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해관계 충돌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및 문서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202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할 LIBOR 금리 연

동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한편 신규 무위험 지표

금리(RFR)  활용이 가능함에도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

이 직면한 익스포져 및 관련 리스크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FCA의 앤드류 베일리와 같

은 규제 기관은 "가장 순조롭고 최적화된 전환으로의 

시작점은 신규 상품에 LIBOR 금리 적용을 중단하는 것

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9 기업들은 LIBOR 익

스포져를 줄이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하며, 필

요 시 이에 대한 전사 전환 추진 기구 및 임원진의 동

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향후 몇 년간 무위험 지표금리

(RFR) 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익스포져의 변화 모니터링과 계획과 상이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과정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환이 법률/제도적인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대응이  

부족하여 도입 지체 또는 처벌 발생

정보 불균형, 부적격 공시, 

이해 충돌로 인한 시행 리스크 

발생

"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함."  

-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웹페이지

LIBOR 금리에 대한 재무 

익스포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계적 리스크 발생

9  Speech, Andrew Bailey, FCA, 2018년 7월:https://www.fca.org.uk/news/speeches/interest-rate-benchmark-
reform-transition-world-without-l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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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금리 산출과 무위험 지표금리(RFR) 산출 방식

은 각기 상이하며, 기존 상품 계약이 무위험 지표금리

(RFR)를 참조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 수

혜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상품 계약이 실효 상태가 

되는 리스크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상당한 혼동을 초래할 것

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기존 

상품 계약들은 LIBOR 금리 고시 중단에 대비한 대체 지

표금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대체 지표금

리는 영구적인 LIBOR 금리 고시 중단에 대비한 것은 아

니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러한 조항들은 상품 계약이 완전히 실효 상태가 되는 것

을 막아준다. 다만 이는 LIBOR 금리의 부재 시 일시적

인 대체 역할을 하는 금리일 뿐이다.10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 재무 익스포져를 고려함에 

있어 기업들은 상품 계약 조항을 분석하고 영향을 받을 

거래 상대방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1년 이후에도 유

효한 대다수의 상품 계약은 LIBOR 금리 영구 고시 중

단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각 상품에 대한 접근

은 상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예: LIBOR 금리 고시 중

단에 대비한 시장 조치 방안이나 기업들이 상품 계약 수

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관련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시장 조치 방안을 

모든 기업들이 일관적으로 적용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LIBOR 금리가 그들의 시스템과 운영 체계 

관여되어 있는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영 

모델의 변경은 유의적 영향을 가질 것이며, 이를 조기

에 파악하는 것이 프로젝트 추진 및 전환 과정과 비용

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LIBOR 금리에 의존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

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자본 산출을 위해 내부 모

형 활용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 LIBOR 금리 개

혁과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시행(2022년 이후)의 상호작용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유동성 부족과 전환 초기 

단계에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RFR) 또는 기존 은행 간 

금리를 통한 거래의 일부 리스크 요소들이 모델링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우려들

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요구 자본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규제기관은 LIBOR 

금리 개혁이 FRTB도입에 이러한 영향을 줄 것을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파생상품 계약은 현재 파생상품 계약 체결

과 관련된 특정 요구 조건의 면제 조항을 적용받고 있

다. 다만 계약상의 대체 지표금리나 무위험 지표금리

(RFR)가 해당 계약들이 이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기존에 면제 조항을 적용 받은 계약들은 법

도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전환 프로젝트가 가진 포괄

적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타 사

업 부문에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내부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문제 제

기 전 임직원이 취해야 할 프로세스의 주요 항목들을 

강조하는 방안 및 "주요 항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환 트레이닝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리스크로 인해 고객들은 각기 다른 사업 부문의 이

해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 인력이 

기업의 거시적인 전략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품 홍보

를 할 수도 있으며, 타 사업 부문(예: 헤지 회계)을 고

려하지 않은 채 무위험 지표금리 (RFR)로 전환을 시

계약 지속은 법률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운영 이슈 및 기존 규제를 포함한 

전환의 폭넓은 영향력으로 인해 

지연 사태 발생 가능

프로젝트 추진 인력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전달 실패

10  Report,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 2012년 12월:http://fmlc.org/wp-content/uploads/2018/03/
Observations-on-proposals-for-benchmark-re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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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해 UMR과 같은 요구 조건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대안기준금리 위원회(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ARRC))는 이를 명

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취했으며, 영국의 FCA는 수정

사항들로 인해 마진 요구 조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이라 밝혔다.11

한편, 보험사들은 솔벤시 II에 따라 LIBOR 금리 혹은 기

타 연관 금리를 참조한 "무위험" 할인율 (유럽보험연금

감독청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에서 산출)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있다.12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 기업들은 보다 광범위한 영

향들을 초기 영향도 평가를 통해 파악해야 하며, 필요

한 변화 요소 전반을 연관된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도

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운영 관련 이슈 관리 및 LIBOR 

금리가 영향을 미칠 관련 부문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 연계 전략의 일부로써 현재 체계와 

충돌하거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한 대비책

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ARRC

는 SOFR에 기반한 상품 출시일로부터 파생상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13  한편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 출

시를 통해 해당 시장에 유동성 공급 여부 결정을 위해 재

무 상태 및 재무제표 영향에 대한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간 금리가 시장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여야 한다. 일례로, FSB에 따르면 대부분

의 금리 연동 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무

위험 기간 지표금리(term RFRs)가 아닌 무위험 지표금

리(RFRs)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

다.14 한편 기업들이 완벽한 수익률 곡선 없이도 현금흐

름을 가시적으로 산출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변화가 필

요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RFR) 워킹 그룹이 진행

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기업은 이미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

동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동성 부족은 효과적인 수익률 곡선 형성과 상품 가격 

책정이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이로 인해 고객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적

절한 헤징 방법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기존의 LIBOR 금리 연동 상품 

및 무위험 지표금리(RFR) 연동 상품의 유동성이 각 국

만일 기존 상품 계약에 대한 지표금리가 무위험 지표금

리(RFR)로 대체된다면, IFRS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의 

상당한 변동 및 제거 항목이 발생할지를 평가해야 한다. 

지표금리가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RFR)로 대체 시 헤

징을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다. 예를 들어, 헤징 목적의 금융상품 약관 변경이 더 이

무위험 지표금리(RFR) 유동성 

부족으로 수익률 형성 및 

상품 가격 책정이 어려움

회계적으로는 계약의 제거 및 

헤징 관계 파기 관련 이슈 부상

11  Letter, ARRC, 2018년 7월: https://www.newyorkfed.org/medialibrary/Microsites/arrc/files/2018/ARRC-July-16-2018-
titleviiletter

12  EIOPA uses market swap rates as an input in its calculation of Solvency II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s for major 
currencies, in  accordance with Solvency II requirements. For example, for the CHF, GBP, JPY and USD RFRs, it uses swaps 
linked to LIBOR; and for the  EUR RFRs it uses EURIBOR. EIOPA's technical documentation notes that it is "aware of the 
initiatives in the Union to develop in the future  risk-free instruments traded on deep, liquid and transparent markets". 
Technical Guidance, EIOPA, August 2018:https://eiopa.europa.eu/Publications/Standards/20180813_Technical%20
Documentation%20%28RP%20methodology%20update%29.  pdf

13  Report, ARRC, 2018년 3월:https://www.newyorkfed.org/medialibrary/Microsites/arrc/files/2018/ARRC-Second-report

14  Statement, FSB, 2018년 7월:http://www.fsb.org/wp-content/uploads/P1207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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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헤징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LIBOR 금리 현금흐름을 헤지하기 위한 현금흐름이 전환 

이후에도 헤징 기능을 수행 가능한가 등과 같이 전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 회계 처리의 영향을 받을 금융 

상품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LIBOR 익스포져

와 현재 보유 중인 상품의 헤징 관계를 파악하여 상품 계

약 조항 수정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한편 수정 발생 시 

현재의 헤징 방식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고려해야 한

다.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통 및 교육, 감사인과

의 적절한 논의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채무, 파생상품 등)에 대한 조항

을 수정하기 전, 세무 목적으로 현재 보유 상품에 대한 처분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조항 수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 목적으

로 현재 보유한 상품 계약의 처분 및 신규 상품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간 금융상품 처분 거래 시에는 제삼자 간 거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계열사 간 거래가 세무상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항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세

법상 추정 시장가치로 처분하는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또는 고객 상대방과의 제삼자 간 거

래에서도 세액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이 회계

처리 이후에 적용되고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으로 인한 손익

계산서(P&L)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 회계 목적상 "상

당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이러한 사항은 회

계처리 방식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과세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법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 효과는 여러 과세 연도에 걸쳐 나누어 인식되어

야 한다. (전환으로 인한 조정 시 이와 같은 처리를 한 전례

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정책, 기업 이자율 제한, 

이전가격 및 과소 자본 세제와 같이 세법 조항에 영향을 미

만일 기업들이 EONIA나 EURIBOR 개혁에 대비하지 못한

다면, 사업상 상당한 손실은 물론 금융 상품의 거래가 중단

될 경우 발생할 평판 리스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

은 EU BMR 전환 관련 조항의 수정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금리 지표 개혁 노력

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의 

규제 사항 및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

다. 예를 들면,  EU BMR 이 EU 소속이 아닌 기업을 포함하

치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계열사 간 

LIBOR 금리 자금 조달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공정 거래 

가격 산출 방식이 이전가격 제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기

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격 산출 방식이 이전가격 규정

상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basis)에 부합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RFR) 기

준 도입으로 적정한 수익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재분류되

거나 수익 이전 시 (정상적인 상업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

에 적용되는) 인지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 기업들은 조세 관련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금융 상

품 계약 조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세 자문을 통해 현재 

보유한 상품에 이러한 수정 사항이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회계 처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사건이 금융 상품의 

약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

은 절차가 현재 보유한 상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이다. 또

한 고객이나 거래상대방 측에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전가격 전문가들은 신규 계

열사 간 거래 발생 내역을 검토해야 하며, 임직원 및 고객의 

적절한 참여 및 교육이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보유한 금융 상품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조세 관련 문제 

야기 가능 

2019년 EONIA와 EURIBOR로 

부터의 전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전환 방책에 집중하지 못한 

조직은 전환에 적절 대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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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기도 하며, 이들은 EU 소속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준 

금리 지표를 활용한다. 

활용 가능한 위험 경감책 : EONIA 또는 EURIBOR 개혁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확

히 인지해야 한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EONIA

와 EURIBOR 금리 개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어떻게 LIBOR 

금리 개혁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숙고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타 기준 금리 개혁이 그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LIBOR 금리 

툴과 대시보드를 개발해 익스포져와 각 국가의 전환 시점에 

맞추어 추구해야 하는 변화 사항들을 추적해야 한다. FSB

는 글로벌 현황에 대한 추진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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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금리 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

을 띠고 있다. 수반된 리스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

지며, 경영진은 이에 대비한 경감책 마련 조치를 즉시 

취해야만 한다.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게 2022년은 아

직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개혁과 관련된 업무

들의 복잡성과 범위를 고려할 때, 지체할 만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감독 당국이 각 기관의 전환 추

진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을 시행할 것임도 유의

해야 한다. 일부 감독 기관에서는 이러한 감시 체계를 

이미 추진한 바 있으며, 전환 추진 프로젝트의 책임자

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국 무위험 지표금리 관련 홈페이지 
미국 : http://www.newyorkfed.org/arrc
유럽 : https://www.ecb.europa.eu/paym/initiatives/interest_rate_benchmarks
영국 : http://bankofengland.co.uk/markets/sonia-benchmark
스위스 : https://www.snb.ch/en/ifor/finmkt/fnmkt_benchm/id/finmkt_reformrates
일본 : https://www.boj.or.jp/en/paym/market/jpy_cmte/index.htm/

ISDA : https://www.isda.org/ 

한국은행 

무위험 지표금리 :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069 

은행연합회

리보 금리대응TF : https://www.kfb.or.kr/libor/main/index.html 

Deloitte
IBOR reform : A new era of benchmark rates : https://www2.deloitte.com/content/campaigns/uk/ibor/ibor/iborreform.
html#What-is-LIBOR

향후 감독 방향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전환 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

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영진은 명확한 

전환 로드맵 및 관련된 모든 리스크 및 관리 방안을 명

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 결론

참고 웹 사이트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Insurance 56

Deloitte Insights

COVID-19으로 재편될  
생명·연금보험 업계
리질리언트 리더십을 위한 중단기적 시나리오

Paul Nelson, Kristen Stuart 외 8인

Deloitte Insights



COVID-19로 재편될 생명, 연금보험 업계 57

금융산업본부 특집

COVID-19로 재편될 생명, 연금보험 업계 57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60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67

3. 생명·연금보험 업계의 대응 75

금융산업본부 특집



Deloitte InsightsDeloitte Insight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Insurance 58

본 고는 생명 보험사의 경영진이 COVID-19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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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리질리언트 리더십1 프레임워크는 위기 

대응 및 극복의 세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보험업계가 향후 1-3년간 발전해야 할 방

향과 COVID-19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기적 영향

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전

망을 통해 경영진에게 통찰력과 사업 기회 포착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본 리포트의 주제: 
리질리언트 리더십을 위한 중기적 관점의 미래 예측

1   Resilient Leadership: 회복탄력성이 있는 리더십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원어 그대로 사용

2  Managing in Turbulent Times by Peter F. Drucker (1980)

보험업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SPOND
사업 연속성 준비 및 관리

RECOVER
위기로부터의 회복 /역량강화

THRIVE
"넥스트 노멀"을 위한 재도약 준비

본 보고서의 목적

본 리포트는 향후 1년에서 3년간 전 세계적

으로 보험 업계가 재편되는 양상에 대한 시나

리오를 공유하여 기업 경영진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개되는 트렌드가 생명·연금

보험 업계에 미칠 중기적 영향 전망

COVID-19 위기의 영향 및 함의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으로 참여

급변하는 상황에서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 및 활동 모색

COVID-19 위기 대응을 넘어 중기적인 회복을 

전제한 활동으로의 도약

01

02

03

04

피터 드러커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변화에 맞춘 혁신이 필요하다.

" 격변기에 놓인 최대의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닌,  

과거 방식에 얽매이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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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다섯 가지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주요 근원 

COVID-19의 확산에 따른 팬데믹의 심화 양상

국가 대내외적 협력 수준

위기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결과 

의료 체계의 위기 대응 수준 및 효과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의 결속력

01

02

04

03

05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불확실성

사회 분야

·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수준 

·  자가격리의 심리적 영향 

·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영향 

·  교육에 대한 장기적 영향 

기술 분야

·  데이터 공유에 대한 태도 

·  기술 혁신 속도 

·  업무 공간에 대한 기술의 장기적 영향 

·  신기술 채택 유형 

경제 분야

·  경제 회복 속도 

·  경제 성장과 분배  

·  불평등의 영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환경 분야

·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 

·  탄소배출 감소 

·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정치 분야 

· 정부에 대한 장기적 영향 

·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영향 

· 정부 시스템 신뢰도 

· 선거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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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 COVID-19 팬데

믹이 보험업계에 변화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미 업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개별 시나리오는 거시 경제 측면 및 보험 업계의 불확

실성에 기반하였다. 한편, 일부 불확실성은 팬데믹의 

심화 정도 및 정부 대응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수준이다. 

앞으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1-3년의 특정 기간 내의 가

정에 기반하였으며, 이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

간인 한편, 지금 당장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후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

던 일들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COVID-19 위기

가 단순히 예상하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나리오 검토 후에는 경영진이 속한 기업에 대한 시사

점과 다음 단계를 위한 고려사항 등 다각도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의사 결정에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나리오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확장된 

사고 체계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

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가상의 미래상을 

일컫는다. 시나리오는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

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

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과는 다

르다.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가설로서, 새로운 기회나 숨겨진 리스크를 파

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본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2020년 4월 중순의 상황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음을 명시한다. 시나리오는 바이러

스 전파 전망, 경제적 영향,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연구진의 최선의 이해도에 기반

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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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기 상황은 향후 1-3년간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시나리오 개요

· 정부 및 의료진의 효율적인 대응으로 팬데믹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 그러나 경제적 여파는 지속되며, 중소기업, 저소득

층 및 중산층에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시나리오 개요

· 중국을 비록한 동아시아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바이

러스 통제 체계를 갖출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 위상

이 높아질 것이다

· 중앙 정부 중심의 대응 방식이 "표준 대응 체계"로  

자리잡을 것이다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나리오 개요

· 다수의 정부가 팬데믹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나,  

대기업들이 구원투수로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기조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목적에 기반한 기업 운영 방식이 확대되며 파트너십

과 단기 협력체계가 증가할 것이다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시나리오 개요

·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정부는 고립주의 정책을 채

택할 것이며, 공급망 축소와 감시체계 확대를 불러

올 것이다

· 고립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심화의 가속화 및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질병확산

질병확산

질병확산

질병확산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정부협력

정부협력

정부협력

정부협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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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세상의 모습은 시나리오 별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세계 경제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며 
혼란 발생

서양권 대비 동양권의 
경제가 더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회복 예상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며 
불확실성 지속

소비자 행동
디지털 접목 채널·경험·
상품의 증가로 소비자 
행동 양상의 다양화

대기업에 대한 선호 및 
신뢰가 향상되며 
상당한 변화 예상

새로운 경쟁사 등장 및 
가격 vs.고객 충성도 
중심으로 경쟁 구도 

변화 예상 

자국중심주의의 
만연화로 

내수 시장으로 
고객 집중

정부
WHO와 같은 국제 기구 
성장에 맞물려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

위기 극복에 참여한 
대기업과의 
협력 증대 

아시아 국가의 
효율적인 바이러스 
대응책과 함께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한 

이목 집중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고립주의 채택

기술발전
각 분야의 디지털화, 

온라인화(化)가 촉진되며 
기술 발전 지속

의료 및 생명공학에 
대기업의 대거 참여로 

기술 발전 중요성 
증대

데이터 공유에서 
비롯된 AI 및 

기타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가속화 예상 

감시 및 통제 조치를 
위한 기술에 방점을 

둘 것이나, 각 국가별 
상이한 기술 발전 

양상 예상 

경쟁구도
영세업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쟁 구도의 변화 

대기업이 사회적 
자본을 흡수하며 

통합적 경쟁 구도 예상 

다수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경쟁이 심화된 

동양권에서 두드러짐에 
따른 경쟁 구도 축소

기업의 리쇼어링 및 
중앙정부 통제에 대한 
의존으로 경쟁 구도 

파괴

업무 및 

근로환경, 근로자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기존 업무 

환경에 이미 익숙한 
근로자들로 인해 

형태 유지

원격 근무가 일상으로 
자리 잡는 양상으로 

변화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예상

비대면 접촉에 대한 
선호를 기업에서 
수용함에 따른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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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전개 양상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속화 혹은  

저속화 될 전망이다

가속화

저속화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디지털화의 가속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기술 및 서비스의 확산을 촉

진하였다.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및 클라우드 

방식에 초점을 둔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이는 급진적

으로 발전하는 분야(예: 분석, 센싱, 5G)의 도입을 더

욱 앞당길 전망이다.

노동환경의 가상화 확대 

다수의 기업들이 가상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 및 협업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완벽히 기존의 체계로 회귀할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OVID-19은 또한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예: 원격의료)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안전 및 감시 체계에 대한 관심 증대

브랜드 및 정부의 안전/방역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 및 기업에서 개선된 형

태의 관련 정책 및 기술(예: 확진자 접촉에 대한 모바일 

알람 등)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생활 침해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옳은 행동" 을 취

하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차 당연시 되어가고 있

으며, 이는 기업의 존속 목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

질 것이다. 

일시적 형태의 협업 체계 등장 

가치 사슬의 변화는 더욱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의 등

장을 촉진할 것이다. 기업들은 분야를 넘나들며 유연

한 협업이 가능한 내부 구조를 갖추는 데 투자를 확대

할 것이다. 

공유 경제의 성장 침체

건강 및 위생에 대한 우려는 공유 서비스(카풀 서비스 

등) 및 공유 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축소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회

적 거리 두기 및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인해 혼

잡한 도시 거주 혹은 통근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인구 및 물자 이동의 감소 

정부의 규제 조치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구 및 물자 이

동의 감소가 예상된다. 여행업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물론 리쇼어링 및 고립주의를 초래할 것으

로 보인다.

비용 절감에 대한 집중도 확대 

경기 침체 속에서 저마진과 저수익 통제가 가능한 수

준의 현금흐름 유지에 기반한 비용 관리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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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가속화/저속화 전망은 고객 행동 방식의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트렌드

실외 활동 기피
자가 격리 및 재택 근무  

조치는 실내(집) 관련  

소비 증가를 불러왔다 

주요 지표

·자가 격리 조치 현황

·상점 폐쇄 현황

·포장/배달 음식 선호도

감소 감소 가속화

가속화가속화가속화

COVID-19 이전 실외  

활동 관련 소비 증가

COVID-19 이전 고가 

상품에 대한 선호

디지털 상거래의 증가

내수 활성화안전 관련 정책  

범위 확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대시 

킬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주요 지표

·확진자 추이

·건강 보조식품 판매량

소비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주요 지표

·실업률 

·가처분 소득 

·PB상품 판매량

안전에 대한 우려 
안전과 관련된 고객 경험에  

대한 관심 증대(예: 재무  

상태 및 건강 보호) 

주요 지표

·고객 충성도 증가

·보완재 구매량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이 자택 외부에서의 

활동을 기피하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디지털 채널이 대규

모로 성장했다. 

주요 지표

·온라인 판매량

·배달 플랫폼 성장

·상점 폐쇄 현황

내수 활성화
국경 폐쇄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수 소비가 증가

주요 지표

·무역 제한

·미국 제조 제품의 비중

일시적 트렌드 

·  규모에  따른 안전감: 만연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뢰도를 보유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

·  스트레스성 소비: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스성 식품 소비 증가 

·  사재기 현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쉽게 부패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대량 소비 증가

·  위생＞지속가능성: 비록 환경에 유해 할지라도, 위생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예: 일회용품)

·  집단 활동 기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 

·  여행 감소: 지속되는 안전상의 우려로 국내외 여행 재개에 대한 주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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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경기 회복 

2020년 말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며,  

2021년 하반기  
가속화 전망

2021년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하고,  

2022년엔 느린 회복세를  
보이다가 연말 가속화 전망

2021년 말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동양권에서   
괄목할 만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2022년 경기 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각국이 서로 상이한  
상황을 보이며 성장률은 

다소 정체될 것이다. 

북아메리카

정부의 경기 부양책
(예: CARES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 

정부 단독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기업
(특히 기술관련 분야)
이 지역사회 재건을 

지휘할 것

팬데믹에 대한 대응 
지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외국 자본 
투자로 

이를 회복하고자 
할 것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서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립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시아

아시아 국가의 적시성 있는 
효율적 대처는 

바이러스 확산의 
최고조 상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것 

정부는 위기 대응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돕는 활동을 

선두 지휘할 것 

동양권의 국가들은 
신속한 바이러스 제거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결과로 
빠른 경제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며, 중국이 외국 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유럽 각국이 개별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며 

유럽 연합의 결속성 및 
경제 성장은 
저해될 것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영향이 
EU의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며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

정부 대응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업들이 

채워 나가며 팬데믹의 
확산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나, 

모든 국가가 동일 속도로 
경기 회복을 

하지는 못할 것

바이러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국경 간 인적/

물적 자원 교류 제한과 
같은 조치가 경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

감시 및 통제 조치를 
위한 기술에 방점을 

둘 것이나, 각 국가별 
상이한 기술 발전 

양상 예상 

남아메리카

정부 지원 및 경기 부흥 
요소의 제한이 

신흥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 

타 국가의 기업들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며, 

중기적으로 받을 영향을
 축소시킬 것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자원 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선진국과 타 국가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신흥국의 경제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시나리오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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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시나리오 탐구

생명&연금보험 업계는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였다

거시적 관점
저금리 혹은 제로금리 기조,  

시장 변동성 및 경기 침체의 신호

기업 운영 방식
기존 시스템 구조,  

업무 인력의 고령화,  

차기 세대와의 능력 차이

경쟁
업계 외부 및 테크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위기 및 경쟁 구도의 변화

산업
젊고 소득이 적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생명, 건강 및  

부 개념의 융합과 핵심 상품의  

가치 감소 

고객
세대 교체, 고객 행동의  

급격한 변화 양상 및  

고객의 기대, 급진적인 디지털화

COVID-19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왔다.  

위기 대응은 경영진의 리스크 통제력 및 회복을 위한 성장 추구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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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저금리 기조 지속

·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업계 전반적으

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심화됨 

· 신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증대: 생명/ 

연금보험 상품의 투자 옵션은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가치 저하가 예상됨

설계사의 영업 환경 변화 필요성

· 60%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보험사의 디지털 기반 

마케팅 방식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응답

· 각종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한 계약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 참여가 제한되는 환경으로 인해 설

계사가 고객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상황

고객 경험 향상에 대한 기대감 증가

· COVID-19 환경에서 디지털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

도가 증가 

· 소비자들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거나 대고객 활동

이 디지털에 기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보험

사는 이러한 측면의 고객 기대에 부응하여 기회를 포

착하여야 함 

노동력 및 노동 환경의 불확실성

· COVID-19은 업무 환경이 물리적으로 실재해야 한

다는 기존의 정설을 뒤집었으며,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 

· 효율적으로 주요 인력을 발굴, 유지, 활용하고 이들

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보험사의 미래 업무 환경과 이에 대한 계획의 평가

가 가능해야 함   

01 03

02 04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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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업은 엄청난 변혁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 등장하는 각종 변화(예: 고객 대면 프

로세스 개선, 고객 혹은 설계사의 디지털 기술 사용 능

력 증대, 구매 행태의 변화, 신기술과 데이터의 결합 추

진, 업무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는 속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디지털 전환 

핵심 고객 집단이 가진 재무적 안정과 건강을 아우르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상품 및 가치를 어

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상품

지속된 저금리/제로금리 기조는 생명/연금보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얼마

나 더 지속될 것이며, 보험사들은 투자 수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저금리/제로금리 기조 

신계약 유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인가? 고객의 소비 행

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고객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

하는 보험사에 유인될 것인가?

고객 유지

흔히 보험상품은 판매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속 설계사 및 개인 설계사를 통한 채

널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것인가?팬데믹은 유통 

채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채널

규제 당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새로운 규제는 

상품의 특성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규제 변화

고객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을 늘리는 방

식으로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비함에 따라 현재의 제도 

정비 및 향상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객 서비스 변화 및 제도 정비

사이버 보안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디지털 채널

이 증가함에 따라 사기, 피싱 등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

해 보험사는 보안 환경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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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3개 주요 부문에서 평가해야 한다

고객 관리

사업 모형

경쟁 구조

고객
· 보험료 수준: 보험료 수준은 보장 상품과 투자 상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고객 경험 및 기대: 고객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고객의 보험금 납부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고객 충성 및 신뢰: 보험사는 신뢰와 관련된 이슈를 어

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디지털 도입: 디지털 도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 

수준은 어떠한가?

상품
· 상품 가격: 상품 가격 경쟁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COVID-19이 사망사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상품 

가격 계리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 투자수익: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로

금리 기조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상품 혁신: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나 보장 범위에는 무엇

이 있는가?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고객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및 수요는 어

떤 변화를 보이는가? 

기존 보험사
· 시장 통합: 어느 수준에서 보험사 간 통합이 발생할 것인가? 

· 상품: 신규 개발이 필요한 신상품이나 특약은 어떤 것

이 있는가? 

· 근로자 혹은 근로 환경의 변화: 근로 자체의 본질은 어

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근로자들은 이를 어떻게 수용

해야 하는가? 

· 고객 유지: 어떤 조치를 통해 고객을 유지할 것인가?

· 기술 투자: 어느 기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가? 

채널
· 채널 전략: 팬데믹은 채널 전략에 어떤 변화 및 영향을 

미치는가?

· 새롭게 떠오르는 채널 전략: 현재 채널 전략의 최적화 

및 미래 채널 전략 수립 방안은 무엇인가?

· 채널 영향: 각 채널 간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예: 전속 설계사, 개인 설계사, 다이렉트)

인수
· 인수: 디지털화 및 투명성 측면에서  인수 심사 및 보험

금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 계리적 효과: 계리 모형에 변화가 발생하는가? 장기 사

망 기초 가정에 변동이 필요한가? 

· 자동화: 인수 심사 자동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감독당국 규제: 새로운 규제는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신규 진입
·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 생명보험 업계에 새롭게 등장

하는 세력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예: 기술, 정

부, 국외 기업, 기타 산업) 생명/건강/재무 분야의 통합

으로 인해 보험산업 외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것

인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플랫폼이나 체계가 있는

가?(예: 중국 평안 보험 사례)

· 인슈어테크와 기술 기업: 인슈어테크와 기술 기업이 비주류 

사업에서 생존하는데 경제 위기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재정 지원 수주 능력 및 재정 자원: 어느 곳에서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가?(예: 벤쳐캐피탈, 기업 벤쳐링 등)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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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생명· 연금 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생명보험 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단기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가 반등함에 따라 

업계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시장 변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팬데믹이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보험사는 변혁의 필요성을 잃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보험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대형사가 사업 확장을 늘리며 시장 통합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보건/경제적 위기 이후, 생명보

험 업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고객 관리 부문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객들에게 보험의 중요도가 하

락하면서 보험료 납입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전

망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이는 회복될 것이며, 특히 보

험금이 낮은 단기 보험상품의 디지털 채널 판매량이 상

승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예: 수수료 인하, 고객 교육 목적

의 웹캐스트 진행 등).

· 개인 설계사가 고객 경험의 개인화를 위해 디지털 채널

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신계약  유입률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모형 부문

· 팬데믹 이후에도 상품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이자율

에 민감한 상품은 점차 정리될 것이다. 

· 보험사들은 COVID-19으로 인한 상황에 알맞게 인수 

지침을 수정할 것이다. 이로 인해 심사 절차 및 건강검

진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

다(예: 전자 건강 기록부, 건강 진단서 등).

· 기존에 판매, 채널, 상담에 사용되던 인력을 서비스나 

재무 교육/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

인다. 

경쟁 구조 부문

· 시장 변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민간 투자에 대한 익스포

져가 감소하여 중견 보험사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이다. 

· 생명보험사는 핀테크나 인슈어테크와 협력을 확대하

여 신규 가능성 발굴 및 원가 절감, 효율성 증대를 추

구할 것이다. 

· 여러 부문을 통합한 업무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예: 가

상세계의 판매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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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2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생명· 연금 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건설적인 재무적 설계 제공 및 설계사의 참여 확대로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제로금리 혹은 금리 역마진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투자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보험사는 새로운 이익 원천을 찾고자 할 것이다. 

·�고객 중심의 관계 확립 및 맞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은 개인정보 제공에 보다  

협조할 것이다. 

고객의 팬데믹 위기 대응을 돕는 것에 기업이 중점적 역

할을 수행하며 기업 활동이 점차 목적, 고객 중심적으로 

변할 것이다.

고객 관리 부문

· 생명보험 및 재무상태 보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고객 정보를 통해 보험사는 기존과 다른 맞춤 형식의 상

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고객 응대의 전 분야에

서 디지털 도입이 확산될 것이다. 

· 채널 비용 최적화 및 고객과 설계사 간 경험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감소시켜 직접적인 대고객 채

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모형 부문

· 고객 생애주기 수요에 맞추어 낮은 보장과 재무 성과를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옴니채널을 활용한 개인화된 실시간 고객 서비스 제공

이 정착화 될 것이다. 

· 인수 절차 개선을 위해 인수 절차 및 건강상의 리스크 측

정 시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사업분야 최적화를 위해 시장 통합이 증가할 것이며, 이

로 인해 대량 거래, 신규 분야 진입 및 효율적인 자본 시

장으로의 진입 또한 증가할 것이다. 

· 자본력이 있는 보험사의 경우 기존의 기술 인프라를 재

정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며, 보험 중개인의 디지털 기

술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예: 원격근무).

· 차별화 및 고객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재무관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상품 혁신

을 추구할 것이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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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3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생명· 연금 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더딘 경제 회복세와 제로에 가까운 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재무제표 악화 및 투자수익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보험사는 수익성 유지에 필요한 자본 및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및  

해외(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와 협력한다. 

·�기존 보험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험 가치 사슬 내에서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인슈어테크(insur-techs)를 통해 영업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추구하여 혁신 상품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무 관리의 통합 등)을 도입할 것이다.

아시아 권역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

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을 추구해야만 한다.

고객 관리 부문

·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험료 수익이 

감소할 것이며, 고객 수요 또한 위기 지속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보험료에 민감한 고객들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

사(예: 아시아계 보험사, 인슈어테크)로 이동하는 현상

이 발생하며 고객 충성도가 낮아질 것이다.

· 아시아 국가의 직접적인 고객 대응 채널 투자에 미국 보

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 핵심 역할

을 수행할 것이다. 

사업 모형 부문

·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보험사들은 일시적으로 확정형 

종신연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할 것이며, 인구통계 및 기

타 데이터의 변화를 활용한 상품 가격 조정을 지속할 것

이다. 

· 보험사는 고객 세분화에 투자를 확대하여 인수 심사 절

차를 가속화하고, 직접적인 고객 대응 채널 상의 계약 

발행 또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 외국의 발전된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 도우미,  

챗봇, 로봇 등과 같은 셀프 서비스 채널이 등장할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외부 데이터 및 분석 기관과의 파트너십 기회는 데이터 

협력 구조 활용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의료 기록 열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

게 될 수 있다.

· 서양권에서 저금리 기조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시

아 국가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축적한 자본으로 북미 보

험사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인 기회를 틈타 재보험 활용이 보유 계약을 최

적화하기에 매력적인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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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4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생명· 연금 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대형 보험사들은 특정 산업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전체 사업 분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는 보험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의 사업 정리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화 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고객 유지 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고객의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해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는 필수가 될 것이다.

장기화된 건강 및 경제적 위기는 고객 행위와 수요를 변

화시킬 것이며, 보험사의 사업 구조 또한 변화를 겪을 것

이다. 

고객 관리 부문

· 고객의 장기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신규 사업의 수입 보

험료가 급감할 것이다. 

·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의 경우 비용 절감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

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할 것이다. 

· 고객이 재무상/건강상의 필요를 우선시하게 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사업 모형 부문

· 보험사는 가격 전략과 인수(underwriting) 기준을 재

검토할 것이다.

· 서류가 불필요한 거래, 보험계약 즉시 체결, 전자 건강 

기록 제출과 같은 서비스가 호응을 얻을 것이고, 비대

면 고객 서비스는 점차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잡

을 것이다. 

· 팬데믹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원

격 근무는 필수가 될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장기화된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대형사에 

흡수되며 주요 시장 통합이 일어날 것이다. 

· 대형사들이 인슈어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며, 

이는 비용 절감 및 시장 내 수익성 유지를 위한 가격 유

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 투자수익 감소로 인해 상품 경쟁력 및 신규 사업이 줄

어들 것이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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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연금보험 업계의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기회 위기

신속한 디지털화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기업

은 원가 절감 및 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술 환경(예: 클

라우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

고객 중심의 접근 뿐 아니라 운영 최적화(예: 인수심

사)를 위해서도 새로운 원천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 

모형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발전된 분석 모형으로의 전환

경영 효율 증대가 주요 안건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리

스크, IT부서 및 경영 지원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흐름 향

상, 고객 접근 시간 단축, 운영 구조의 향상에 초점을 맞

추어 추진될 것이다. 

경영 효율 증대

가상 업무 및 원격 근무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일

상이 되었고,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통 모형의 디지털

화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디지털화된 유통 모형 구축

단기적으로 낮아진 수요나 저금리 기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 유지 비용

고객 충성도 및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지출이 감소할 

것이며, 지출 감소는 개인의 저축/투자 지출 증가 및 보

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다. 

고객 선호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 변화 충족 및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사업/운영 방식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규제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인한 투자 수익 감소는 보험사

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동성이 부족한 

보험사의 위기 극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저금리 기조

기존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유동적인 시장에 

적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며, 이로 인

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할 것이다. 

기존 인프라 및 고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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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기회와 위기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부분별 전략이 필요하다. 

3. 생명·연금보험 업계의 대응

주요 영역

채널 

서비스 

보험 인수

상품  

· 보험 설계사 및 중개인과의 관계 유지 및 그들의 재

무 안정을 위해 재정적/업무적 측면의 지원을 제

공한다. 

· 단기적으로 현재 보유한 판매 채널 대신 서비스  

부문으로 역량의 초점을 전환한다. 

· 각 보험 대리점이 통합되기 시작함에 따라 장기적인  

채널 전략을 재고한다.

· 원격 근무 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에 투자한다.

· 온라인 채널 역량에 집중한다.

· 약관에 팬데믹과 관련된 주요 유의 사항을 명시한다. 

· 의료 요구사항 면제 지침에 기반하여 보험 인수  

조건을 개선한다.

· 보험계약자에게 누적 자본을 분배한다. 

· 저위험군 인수 심사 자동화를 강화한다. 

· 외부 데이터 활용, 분석 기술, AI를 통해 보험 인수 

절차를 개선한다. 

·  챗봇, 가상 도우미, 로봇 등과 같은 비접촉 셀프 서비스 강화에 투자한다. 

·  어플과 전자서명을 비롯한 옴니채널 서비스 역량에 투자한다. 

·  디지털 재무 관리 및 건강 증진 관련 교육에 집중한다.

·  유연한 납입 방식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재고한다.

· 본 집약적이거나 이자율에 민감한 상품 보다는 수

수료 기반상품에 (fee-based accumulated 

product) 집중한다.

· 데이터 및 소비자 중심적이며 재무 안정성 및 각 생

애 주기의 수요를 고려한 개인화된 상품을 개발한다. 

· 실시간 보험료 견적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투자

한다

· 시장 규제, 소비자 보호법, 상품 지침에 특히 유의하

여 규제기관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 

보험금 청구

· 원격 보험금 청구 기술에 투자한다.

· 은행 자동이체나 현금 지급 외의 방식을 도입한다. 

·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비접촉 자동화 방식으로 변경

한다. 

· 보험금 청구 업무 집중 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임직원 

교육을 진행한다. 

· 보험사기 적발 및 데이터 활용 능력에 투자하여 보험

금 지급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COVID-19로 재편될 생명, 연금보험 업계 77

금융산업본부 특집

발전적 미래를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현재 상황

미래를 향한 변화 - "최선의" 전략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위기 대응 전략 수립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집중도 증대 – 가치 사슬 전반의 기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가속화 및 

우선시하며, 고객 인사이트 획득, 인수 절차 및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AI, 데이터,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다. 

소비자 중심의 영업 환경 구축 – 고객 유지 및 유입, 고객 경험 증대를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 전환의 핵심은 고객이 되어야 한다. 

업무 환경의 미래 – 물리적 사무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과거 목표가 미래 업무 환경으로의  

효율적 전환으로 변하면서 채용 절차, 근로자, 업무 환경(물리적 환경), 교육 제도를 재택근무 기술에 

맞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업 효율성 및 비용 최적화 – 현 상황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영업 모형을  

개선하는 한편 비용 구조를 최적화 해야 한다. 

유동성 유지 – 비용 절감 조치를 우선시하고 자산 및 투자를 재평가해 긍정적 현금흐름 및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채널 전환 – 향상된 디지털 고객 경험 제공, 디지털 채널 개선 구축 및 멀티 채널 기반 고객 응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혁신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봉쇄령에 따라 완화된  

영업 기조 유지

다수를 위한 기여 -  

지역사회에 미친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COVID-19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 대응 인력 구성

회복 방안 수립 및 외부 지표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시장 변화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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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재편될  
손해 보험 업계

리질리언트 리더십을 위한 중단기적 시나리오

Paul Nelson, Kristen Stuart 외 12인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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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손해 보험사의 경영진이 COVID-19에 대응하여 

중기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소개한다.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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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리질리언트 리더십1 프레임워크는 위기 

대응 및 극복의 세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보험업계가 향후 1-3년간 발전해야 할 방

향과 COVID-19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기적 영향

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전

망을 통해 경영진에게 통찰력과 사업 기회 포착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본 리포트의 주제: 
리질리언트 리더십을 위한 중기적 관점의 미래 예측

1   Resilient Leadership: 회복탄력성이 있는 리더십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원어 그대로 사용

2  Managing in Turbulent Times by Peter F. Drucker (1980)

보험업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SPOND
사업 연속성 준비 및 관리

RECOVER
위기로부터의 회복 /역량강화

THRIVE
"넥스트 노멀"을 위한 재도약 준비

본 보고서의 목적

본 리포트는 향후 1년에서 3년간 전 세계적

으로 보험 업계가 재편되는 양상에 대한 시나

리오를 공유하여 기업 경영진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개되는 트렌드가 생명·연금

보험 업계에 미칠 중기적 영향 전망

COVID-19 위기의 영향 및 함의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으로 참여

급변하는 상황에서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 및 활동 모색

COVID-19 위기 대응을 넘어 중기적인 회복을 

전제한 활동으로의 도약

01

02

03

04

피터 드러커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변화에 맞춘 혁신이 필요하다.

" 격변기에 놓인 최대의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닌,  

과거 방식에 얽매이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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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불확실성 변수

주요 불확실성 변수

COVID-19의 확산에 따른 팬데믹의 심화 양상

국가 대내외적 협력 수준

위기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결과 

의료 체계의 위기 대응 수준 및 효과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의 결속력

01

02

04

03

05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불확실성 변수 

사회 분야

·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수준 

·  자가격리의 심리적 영향 

·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영향 

·  교육에 대한 장기적 영향 

기술 분야

·  데이터 공유에 대한 태도 

·  기술 혁신 속도 

·  업무 공간에 대한 기술의 장기적 영향 

·  신기술 채택 유형 

경제 분야

·  경제 회복 속도 

·  경제 성장과 분배  

·  불평등의 영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환경 분야

·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 

·  탄소배출 감소 

·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정치 분야 

· 정부에 대한 장기적 영향 

·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영향 

· 정부 시스템 신뢰도 

· 선거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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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 COVID-19 팬데

믹이 보험업계에 변화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미 업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각 시나리오는 거시 경제 측면 및 보험 업계의 불확실

성에 기반하였다. 한편, 일부 불확실성은 팬데믹의 심

화 정도 및 정부 대응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가시화된 

수준이다. 

앞으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1-3년의 특정 기간 내의 가

정에 기반하였으며, 이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

간인 한편, 지금 당장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후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

던 일들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COVID-19 위기

가 단순히 예상하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나리오 검토 후에는 경영진이 속한 기업에 대한 시사

점과 다음 단계를 위한 고려사항 등 다각도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의사 결정에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나리오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확장된 

사고 체계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

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가상의 미래상을 

일컫는다. 시나리오는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

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

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과는 다

르다.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가설로서, 새로운 기회나 숨겨진 리스크를 파

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본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2020년 4월 중순의 상황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음을 명시한다. 시나리오는 바이러

스 전파 전망, 경제적 영향,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연구진의 최선의 이해도에 기반

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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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기 상황은 향후 1-3년간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시나리오 개요

· 정부 및 의료진의 효율적인 대응으로 팬데믹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 그러나 경제적 여파는 지속되며, 중소기업, 저소득

층 및 중산층에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시나리오 개요

· 중국을 비록한 동아시아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바이

러스 통제 체계를 갖출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 위상

이 높아질 것이다

· 중앙 정부 중심의 대응 방식이 "표준 대응 체계"로  

자리잡을 것이다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나리오 개요

· 다수의 정부가 팬데믹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나,  

대기업들이 구원투수로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기조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목적에 기반한 기업 운영 방식이 확대되며 파트너십

과 단기 협력체계가 증가할 것이다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시나리오 개요

·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정부는 고립주의 정책을 채

택할 것이며, 공급망 축소와 감시체계 확대를 불러

올 것이다

· 고립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심화의 가속화 및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질병확산

질병확산

질병확산

질병확산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의료 체계대응

정부협력

정부협력

정부협력

정부협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결속력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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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세상의 모습은 시나리오 별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세계 경제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며 
혼란 발생

서양권 대비 동양권의 
경제가 더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회복 예상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며 
불확실성 지속

소비자 행동
디지털 접목 채널·경험·
상품의 증가로 소비자 
행동 양상의 다양화

대기업에 대한 선호 및 
신뢰가 향상되며 
상당한 변화 예상

새로운 경쟁사 등장 및 
가격 vs.고객 충성도 
중심으로 경쟁 구도 

변화 예상 

자국중심주의의 
만연화로 

내수 시장으로 
고객 집중

정부
WHO와 같은 국제 기구 
성장에 맞물려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

위기 극복에 참여한 
대기업과의 
협력 증대 

아시아 국가의 
효율적인 바이러스 
대응책과 함께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한 

이목 집중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고립주의 채택

기술발전
각 분야의 디지털화, 

온라인화(化)가 촉진되며 
기술 발전 지속

의료 및 생명공학에 
대기업의 대거 참여로 

기술 발전 중요성 
증대

데이터 공유에서 
비롯된 AI 및 

기타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가속화 예상 

감시 및 통제 조치를 
위한 기술에 방점을 

둘 것이나, 각 국가별 
상이한 기술 발전 

양상 예상 

경쟁구도
영세업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쟁 구도의 변화 

대기업이 사회적 
자본을 흡수하며 

통합적 경쟁 구도 예상 

다수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경쟁이 심화된 

동양권에서 두드러짐에 
따른 경쟁 구도 축소

기업의 리쇼어링 및 
중앙정부 통제에 대한 
의존으로 경쟁 구도 

파괴

업무 및 

근로환경, 근로자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기존 업무 

환경에 이미 익숙한 
근로자들로 인해 

형태 유지

원격 근무가 일상으로 
자리 잡는 양상으로 

변화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예상

비대면 접촉에 대한 
선호를 기업에서 
수용함에 따른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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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전개 양상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속화 혹은  

저속화 될 전망이다

가속화

저속화

디지털화의 가속

사회적 거리 두기는 비대면 기술 및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및 클라우

드 방식에 초점을 둔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이는 급진

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예: 분석, 센싱, 5G)의 도입을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노동환경의 가상화 확대 

다수의 기업들이 가상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 및 협업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완벽히 기존의 체계로 회귀할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OVID-19은 또한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예: 원격의료)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안전 및 감시 체계에 대한 관심 증대

브랜드 및 정부의 안전/방역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 및 기업에서 개선된 형

태의 관련 정책 및 기술(예: 확진자 접촉에 대한 모바일 

알람 등)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생활 침해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옳은 행동" 을 취

하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차 당연시 되어가고 있

으며, 이는 기업의 존속 목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

질 것이다. 

일시적 형태의 협업 체계 등장 

가치 사슬의 변화는 더욱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의 등

장을 촉진할 것이다. 기업들은 분야를 넘나들며 유연

한 협업이 가능한 내부 구조를 갖추는 데 투자를 확대

할 것이다. 

공유 경제의 성장 침체

건강 및 위생에 대한 우려는 공유 서비스(카풀 서비스 

등) 및 공유 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정체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회

적 거리 두기 및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인해 혼

잡한 도시 거주 혹은 통근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인구 및 물자 이동의 감소 

정부의 규제 조치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구 및 물자 이

동의 감소가 예상된다. 여행업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물론 리쇼어링 및 고립주의를 초래할 것으

로 보인다.

비용 절감에 대한 집중도 확대 

경기 침체 속에서 저마진과 저수익 통제가 가능한 수

준의 현금흐름 유지에 기반한 비용 관리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COVID-19로 재편될 손해보험 업계 87

금융산업본부 특집

트렌드 가속화/저속화 전망은 고객 행동 방식의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트렌드

실외 활동 기피
자가 격리 및 재택 근무  

조치는 실내(집) 관련  

소비 증가를 불러왔다 

주요 지표

·자가 격리 조치 현황

·상점 폐쇄 현황

·포장/배달 음식 선호도

감소 감소 가속화

가속화가속화가속화

COVID-19 이전 실외  

활동 관련 소비 증가

COVID-19 이전 고가 

상품에 대한 선호

디지털 상거래의 증가

내수 활성화안전 관련 정책  

범위 확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대시 

킬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주요 지표

·확진자 추이

·건강 보조식품 판매량

소비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주요 지표

·실업률 

·가처분 소득 

·PB상품 판매량

안전에 대한 우려 
안전과 관련된 고객 경험에  

대한 관심 증대 (예: 재무  

상태 및 건강 보호) 

주요 지표

·고객 충성도 증가

·보완재 구매량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이 자택 외부에서의 

활동을 기피하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디지털 채널이 대규

모로 성장했다. 

주요 지표

·온라인 판매량

·배달 플랫폼 성장

·상점 폐쇄 현황

내수 활성화
국경 폐쇄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수 소비가 증가

주요 지표

·무역 제한

·미국 제조 제품의 비중

일시적 트렌드 

·  규모에  따른 안전감: 만연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뢰도를 보유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

·  스트레스성 소비: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스성 식품 소비 증가 

·  사재기 현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쉽게 부패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대량 소비 증가

·  위생＞지속가능성: 비록 환경에 유해 할지라도, 위생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예: 일회용품)

·  집단 활동 기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 

·  여행 감소: 지속되는 안전상의 우려로 국내외 여행 재개에 대한 주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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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경기 회복 

2020년 말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며,  

2021년 하반기  
가속화 전망

2021년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하고,  

2022년엔 느린 회복세를 보
이다가  

연말 가속화 전망

2021년 말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동양권에서   
괄목할 만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2022년 경기 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각국이 서로 상이한  
상황을 보이며 성장률은 

다소 정체될 것이다. 

북아메리카

정부의 경기 부양책
(CARES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 

정부 단독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기업
(특히 기술관련 분야)
이 지역사회 재건을 

지휘할 것

팬데믹에 대한 대응 
지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외국 자본 
투자로 

이를 회복하고자 
할 것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서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립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시아

아시아 국가의 적시성 있는 
효율적 대처는 

바이러스 확산의 
최고조 상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것 

정부는 위기 대응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돕는 활동을 

선두 지휘할 것 

동양권의 국가들은 
신속한 바이러스 제거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결과로 
빠른 경제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며, 중국이 외국 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유럽 각국이 개별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며 

유럽 연합의 결속성 및 
경제 성장은 
저해될 것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영향이 
EU의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며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

정부 대응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업들이 

채워 나가며 팬데믹의 
확산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나, 

모든 국가가 동일 속도로 
경기 회복을 

하지는 못할 것

바이러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국경 간 인적/

물적 자원 교류 제한과 
같은 조치가 경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

감시 및 통제 조치를 
위한 기술에 방점을 

둘 것이나, 각 국가별 
상이한 기술 발전 

양상 예상 

남아메리카

정부 지원 및 경기 부흥 
요소의 제한이 

신흥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 

타 국가의 기업들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며, 

중기적으로 받을 영향을
 축소시킬 것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

응할 자원 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선진국과 타 국가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신흥국의 경제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시나리오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1. COVID-19 이후 미래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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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직면한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팬데믹의 심화와 장기화로 지급여력 유지에 대한 압박

이 증가할 것이다. 자산 가치 하락, 투자 수익 감소, 저

금리로 인해 보험료 조정 및 유연한 현금흐름 조달 가

속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상품 가격 및 충당금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서 분명

하게 드러날 것이며, 특정 분야(임원배상책임, 의료과

실, 업무 방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리스크 포지션 및 통합 평가를 통해  손해 보험사의 계

약 인수 역량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저금리 기조 속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이익을 거두기 위한 신규 투

자 활동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어 온 특정 분야 및 업계에 대한 상대적인 리스

크 프로필 및 선호에 대한 현상은 "수익성 있는 고객 집

단의 감소" 로 야기된 경쟁 심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

다. 손해 보험사는 성장, 수익성, 리스크 선호에 따른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유인을 재고하여 이에 맞게 그

들의 사업 분야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

구 내역은 업계별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소비재 

산업에서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디지털 역량의 도입 속도는 시장의 선두주자를 결정하

는 핵심이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보험 중개인 등장, 리스크 프로필의 변

화, 인수 심사 규제의 심화로 인하여 보험 가입자가 인

식하는 보험 중개인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특

히 상해보험 부문에서 중개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고

객이 증가할 것이다. 

국제적인 규제 변화 및 분쟁 관련 새로운 판례의 등장

으로 손해 보험의 보장 범위(소급 적용도 포함) 및 약

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보험 분야에 대

한 지원에 대한 규제 당국 및 법제처의 대응이 매우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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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각 업계가 보험업에 미칠  

각종 영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업계 영향 평가 시 필수 고려 항목

·  팬데믹이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COVID-19의 영향은 각 부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항공업, 해양업, 에너지 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의 규모 및 안정성이 중요해질 것: 소형사 대비 대형사가 자금 조달이 용이할 것이며,  

이들에게 경기 침체가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정부 개입 정도가 각 부문별로 상이할 것: 사업 대출 및 보증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전개될 것이다. 

·  숏테일(Short-tail) vs. 롱테일(long-tail) 리스크: 롱테일 리스크나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점에 인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지정학적 다양성: 국제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특성을 갖는 리스크 요소들은 각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COVID-19 이후의 난관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국제 시장 vs.  EU 시장 vs. 미국 시장)

항공업

에너지/자원/제조업

해양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산업 및 소비재업 모두 포함)

호텔/숙박업

운수업

물류/공급망

소매/소비재

농업

금융업

헬스케어/생명과학

기술/미디어/통신

높
은

 영
향

낮
은

 영
향

산업 보험업 전망에 대한 영향* 과거 보험 영업 손실률 미래 보험 영업 손실률

긍정 중립 부정 *예상되는 영향, 손실, 및 성장률에 대한 평가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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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사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3개 주요 부문에서 평가해야 한다

고객 관리

사업 모형

경쟁 구조

고객
· 보험료 수준: 상업 보험과 특수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각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 고객 및 보험 중개인 기대치: 사업 및 산업 영향에 따른 기대치는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인가?  

인수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 디지털 도입: 디지털 개입 및 정보 교환의 중요성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 보험 중개인에 미치는 영향(대량 중개인 포함):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시장 통합이 예상되는가? 

상품 및 인수 심사
· 가격산정: 이자율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인수 및 위험 노출 관리: 인수  및 영업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신상품 및 보장범위: 상해 보험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 규제 환경: 규제 발전은 상해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예: 영업 환경 변화, 보장 범위, 유휴  

인력)?

기존 보험사
· 시장 통합: 시장 통합 수준의 전개 양상은 어떠할 것이

며, 이러한 시장 변화가 사업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

향은 무엇인가? 

· 상품 개발: 판매 상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 기술 투자: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기술 투자에는 어떤 것

이 존재하는가? 

· 근로자 혹은 근로 환경의 변화 : 근로 자체의 본질은 어

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근로자들은 이를 어떻게 수용

해야 하는가? 

보험금 지급
· 손해 비용: 보험금 청구, 빈도, 심도는 어떤 변화 양상

을 보일 것인가?

· 보장범위: 예상 되는 보장 범위 관련 이슈를 포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법적 대응: 소송 사건 발생 양상 및 법적 대응 전략을 조

정하기 위한 보험사의 방안은 무엇인가?

· 보험사기: 예상되는 보험사기 사건의 정도와 빈도는 어

느 정도인가?(예: 상업 부채, 영업환경 변화, 보험사기 

사건의 증가 등)

신규 진입
· 신규 경쟁사 유형: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자는 어떤 곳에 

존재하는가?(예: 기술기업, 정부)

· 가치사슬: 가치사슬 내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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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The Passing Storm
(지나가는 태풍, 지속되는 여파)

손해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강한 규제 및 정책적 대응으로 보험업계의 구조적 피해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건전한 자본 규모, 신속한 고객 기대 부응 및 저금리 상황을 통해 위기 모면이 어렵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사 가운데 요구되는 수준의 투자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팬데

믹 이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시장 통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과 도달률을 충족하기 위하여 글로벌 보험 중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모펀드를 통한 채널 

통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의 파산으로 도덕적 해이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

며 성장 요인이 사라졌고, 수입 보험료 또한 감소하게 되

었다.

고객 관리 부문

· 보험료 조정(예: 사이버 부문의 증가, 상업 부동산 부

문의 감소) 및 금리가 개선됨과 동시에 유가 개선, 국

제 무역 회복 등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대다수 부문은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

로 보인다. 

· "유지가 곧 새로운 성장" 이라는 목표 하에 보험사는 보

유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도입이 가속화되는 한편, 보다 긴밀한 상호 작

용을 위해서는 "인간" 소통이 계속해서 유효한 채널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 모형 부문

· 디지털 도입이 직접적인 노동 비용의 이점을 앞서며 비

용 관련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 시장 도달 시간 축소, 상품, 보장범위, 가격 개선으로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자원 활용에 집중할 것이다. 

· 보험금 지급 및 분쟁 해결의 유연성을 위해 내부 프로세

스 및 기술 정교화에 집중할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낮은 시장 통합률은 경쟁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을 의미하며, 이자율 개선이 신규 사업 진입을 촉진할 

것이다. 

· 팬데믹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며 보험사의 상품 혁신

이 증대할 것이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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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2

Good Compan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손해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 또한 향상될 것이

다. 이에 기반하여 COVID-19 위기 이후에는 고가의 상품이더라도 보험료 수준에 덜 민감한 고객들

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신규 수요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선호가 높은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며, 

고객 대상의 인사이트 및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바탕이 될 것이다.

·�지속된 팬데믹 현상과 지급여력에 대한 지속되는 압박은 M&A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대형사 

위주의 변화 구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년간 성장 유인은 멈출 것이며,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파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객 관리 부문

· 수입 보험료가 감소할 것이나 주요 사업 부문 회복 및 

이자율 개선으로 중장기적(3년 이후)으로는 회복될 전

망이다. 

· 증가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와 충성을 얻은 공신력 있는 보험사의 성장이 

증가할 것이다. 

·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실시간 응대, 개인화된 상호

작용, 옴니채널 역량이 보험 중개인 및 소비자 경험 전

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 장기화된 불확실성 및 시장 상황 개선은 보험 중개인의 

가치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사업 모형 부문

·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수 마진 개선을 위해 리스

크 선택 및 가격 산정 모형에 투자할 것이다. 

· 안정적인 유통 채널의 감소는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해를 증가시킬 것이며, 국제 시장에서 보험 인수를 더

욱 어렵게 할 것이다. 

· AI와 자동화 역량에 대한 투자 증가는 사업 모형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클라우드 기반의 풍부한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보유한 

인수 심사 업자가 외부 데이터 및 클라우드 환경의 이

득을 볼 것이다. 양질의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보유하며 

변화에 빠른 대처를 시도한 보험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

이다. 

· 중소형사에 대한 합병이 진행되며 대형사 중심의 판도

가 구성될 것이다. 

·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될 것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의 재

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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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3

Sunrise in the East 
(국제질서의 재편)

손해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 회복 정체와 장기화된 제로금리 기조는 재무제표 악화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중소형

사 간 시장 통합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보험사 및 테크사는 미국, 런던, EU 시장 진출을 준비할 것이며 중소형사에게는 

출구 전략 시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화 추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효율성 (중소형사 M&A)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유사하나, 아시아 보험사의 중소

형사 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고객 관리 부문

· 팬데믹 위기 지속으로 전 부문에서 수입보험료, 실효 계

약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이자율 개선으로 상쇄 효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 중개인과 고객 간 관계 형성 및 지속을 위해 디지털 부문

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 소규모 보험 중개업자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워

지며 중개업자 간 통합 기조는 채널 구조의 재편성을 불

러올 것이다.

· 시장 침체 및 보험에 대한 인식 악화로 보험 중개업자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사업 모형 부문

·  보험금 청구 시 원격으로 상해 내역 확인 및 사기 판별

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기술에 투자하고 비용을 절감하

는 것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  가상 업무 환경 도입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으로 국제 

아웃소싱 및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  특정 산업(예: 일반 보험 부채, 사이버 부문)이 경기 침

체의 영향에 더욱 민감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 및 비용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경기 침체의 영

향은 과거 데이터와 통용되는 방식을 활용하여 계약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경쟁 구조 부문

· 대형사 및 기술 업계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제안은 많은 

중소형사를 인수 시장에 나오게 할 것이다. 

· 상품 가격 책정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이 보

험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 특정 상품(무역 및 에너지 관련)이 받은 영향은 아시아

권의 수요에 맞춘 혁신 상품 출시로 이어질 것이다. 

· 불확실성의 지속은 재보험 가격 산정을 촉진할 것이며, 

이자율 개선 기조를 지속시킬 것이다. 

2. 개별 시나리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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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4

Lone Wolves 
(세계적 고립주의)

손해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적정 보험료와 보장 수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며 글로벌 보험사에 대한 선호는 국내 보험

사로 이동할 것이다.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리스크 익스포져 베이스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저수익 혹은 마이너스 

수익, 그리고 증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해 보험사의 고초가 예상된다.

·�저임금 지역으로의 진출이 무역 장벽 심화로 중단되어 보험사의 가격 정책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속된 불확실성은 재무 상황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우선순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고객 관리 부문

· 경기 침체가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잡으며 시장은 이에 

적응하거나 점차 축소할 것이며, 각종 산업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국제 무역이 난항을 겪으며, 상업 부문이 미치는 영향

이 점차 미미해지다가 감소할 전망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과 지급여력 유지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이다. 다만, 일부는 이자율 개선으로 상쇄가 가

능할 전망이다. 

· 보장범위 책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수용 가능한 보험 중개업자가 이득을 볼 것으로 전

망된다. 

사업 모형 부문

· 고립주의는 글로벌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보다 개선된 디지털 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트너십

이나 SaaS 모형을 통한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 

· 과거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이에 대한 의존

은 인수심사 및 계리적 역량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억

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경쟁 구조 부문

· 국제적 보험 인수와 서비스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며, 특히 대형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 자동화 및 연관 기술의 활용 증가로 각종 비용이 감소하

여 리쇼어링으로 국내에서 소모되는 인건비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 국제 영업은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채용 절차, 지역 전략, 교육 등에 대한 재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시장 변동성과 저수익 혹은 역마진으로 인해 투자 수익

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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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시나리오 탐구 

4가지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대응책이 도출된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즉시 대응책을 발현할 있도록 

위험 감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략적인 결정이 필

요하다.

특정 대응 조치의 즉시 시행으로 모든 개별 시나리오에 

대처가 가능해진다. 

개별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

"최선의" 대응책

리스크 감내 수준 및 사업 영역에 따라  

각 시나리오의 대응책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통

해 손해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

적 대응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시나리오 기반 계획과 내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회복 방안 수립을 우선

시 하는 한편, 개별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최선의" 상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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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보험 업계의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기회 위기

고객 및 보험 중개인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보험금 

청구 시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와 인

지 기술을 적극 활용(예: 신속 응대, 멀티채널 지원, 맞

춤형 서비스, 다이나믹 프라이싱 등)

디지털 차별화

낮은 가격에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틈새 시장을 공

략하거나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사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

시장에서의 위치 향상 및 

고객 니즈 변동 대응

소비자 참여

인사이트 향상, 유연한 보장 범위 및 가격 책정이 가능

한 보다 진보된 디지털/데이터 역량을 활용하여 소비

자 및 보험 중개인에게 통합된 한편 적시성 있는 유용

한 정보를 제공

각 지역별 중심지에서(예: EU, 버뮤다, 런던 로이드 

등) 빠른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 

영업 재개, 보험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

규제 변화

급변하는 리스크 선호에 빠르게 적응하고, 신계약 유

입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는 부문(예: 항공, 호텔/숙

박, 부동산)의 리스크 익스포져를 감소시킬 필요 존재

특정 부문 우선순위 부여 및  

맞춤화

리스크 변동 혹은 가입자 행동에 따라 보험 사건의 발

생 가능성을 배상하는 상품이나 자동화된 상품과 같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상품 개발을 통해 팬데믹과 연

관되어 있거나 사이버 부문에 대한 배상과 같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 제공

상품 혁신

위기가 지속되며 손해보험사는 리스크의 증가를 경험

할 것이며, 각 사업 부문별 리스크 정도는 상이할 것이

며, 신계약 인수가 감소한 산업 군에서 이러한 기조가 

두드러질 것

사업 악영향

신계약, 보험금 청구, 보험 인수와 같은 핵심 활동들이 

디지털 채널로 전환되는 것은 고객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노출 증가로 보안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

사이버 위험

글로벌 보험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에 비해 정부 대응 

체계 변화 및 경제 회복 속도와 같이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에 더 민감할 것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기조로 인해 소송 사건보다도 보험 사기 사

건과 관련되어 보이는 보험금 청구의 비정상적 증가로 

인해 보험금 청구 심사 관리 및 관련 기술이 실제 유효

한 청구 건을 적발하는 데 적절히 활용되어야 함

보험금 청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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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경영진은 유지, 성장, 수익성 동인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3. 생명·연금보험 업계의 대응

디지털 역량 증대

·  원격 보험금 청구 조정 및 드론 활용 증대와 같은 기

술 활용 가속화를 통해 원격 보험금 지급 역량을 개

선한다. 

·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서 새롭게 등장한 영업 환경

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 포트폴리오 약관 개정 

및 가상 업무 환경에의 적응이 필요하다.

·  효율적 정보 교환, 업무 흐름 개선, 신속한 응대, 맞

춤 대응, 수기 업무 축소를 통해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영업 효율 개선

·  프로세스 자동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  대고객 접근 효율 증대를 위해 AI와 자동화 기술 활용

을 증가시켜야 한다.

·  고정 비용을 "다양화" 하여 매출 감소, 판관비 및 일시

적 지출을 조정하여야 한다.

·  M&A 및 파트너십 기회에 항상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기존 전략과 함께 전개하고자 해야 한다).

·  파트너십을 활용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뉴노멀에 대응하는 혁신

·  규제 기관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 변화 및 계류 중인 소송을 면

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  다양한 상품 개발(스마트 환경을 적용한 자동차 보

험, 보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보장, 즉시납)을 위한 

역량에 투자하고, 팬데믹 상황에 특정하여 상품 개발

이 필요하다.

·  고객 유지를 최우선시하고 부정적 고객 경험을 최소

화야해야 한다.

·  고객 수요를 면밀하게 추적하여 보장 범위를 개인화

하고, 적정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 및 AI 도입

·  인수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향상된 분석 기술에 투자

하여야 한다(예: 신규 데이터 파트너십 혹은 리스크

나 가격 책정 모형 업데이트).

·  IoT 기술과 센싱 기술(예: 자산 추적, 손실 예방, 리

스크 평가, 텔레매틱스, 스마트 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용률에 비례하는 보험 약관을 제공하고, 자산, 운

송수단, 영업상의 어려움과 연관된 보험금 청구의 감

소가 필요하다.

·  산업 내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식의 보험 

사기 및 발생 빈도를 추적하여 보험사기 적발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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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기회와 위기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부분별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영역

채널 

서비스 

보험 인수

상품  

· 보험 설계사 및 중개인과의 관계 유지 및 그들의 재

무 안정을 위해 재정적/업무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

한다. 

· 단기적으로 현재 보유한 판매/유통 채널 대신 서비

스 부문으로 역량의 초점을 전환한다. 

· 각 보험 대리점이 통합되기 시작함에 따라 장기적인 

유통 전략을 재고한다.

· 원격 근무 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에 투자한다

· 리스크 선호 및 보장 범위를 고객과 보험 중개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

· 보험료 수익 및 계약자 배당을 사전에 계획한다. 

· 보험 인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법 발의안 

및 판례를 모니터링 한다.

· 보험 인수 및 가격 책정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 분석기술, AI를 활용한다.

· 상품 특성 및 리스크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수 부

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  전화 영업의 역량, 개선점, 가상화를 재고하여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혼란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 다국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한다.

·  유연한 보험금 지급 방식을 위한 제도들을 재고한다. 

·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화 및 셀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개선한다.

· 사용 빈도 혹은 보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배상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다.

· 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 상황에 특

정한 상품 개발의 개회를 포착한다.

· "디지털화" 된 상품을 개발한다 - 자동화로 손쉬운 이

용이 가능하며, 보험 중개인과 고객을 위하여 자동으

로 평가가 되어있는 상품들을 제공한다.

· 고객 니즈(예: 개선된 사이버 부문의 보장) 혹은 서비

스(예: 리스크 예방을 위한 기술 접목) 등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확장한다.

보험금 청구

· 원격 보험금 청구 기술에 투자한다.

·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고객, 

보험 중개인, 청구 심사인, 기타 전문가 등)와의 조화

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한다. 

· 보험금 청구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최초 보험사고 접수 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비대면 보험금 청구 분야의 아웃소싱이나 자동화를 

고려한다.

· 온라인 청구 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맞추어 임직

원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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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미래를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현재 상황

미래를 향한 변화 - "최선의" 전략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위기 대응 전략 수립 

유동성 보존 – 현금흐름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조직 회복 간 균형 유지, 손실 비용 최적화,  

자산 및 투자 재평가를 시행한다

수요 우선주의 및 리스크 제한 – 법인 영역의 수요를 평가하여 보장 범위, 가격, 상품, 채널을 파악하는 

한편 각 산업 부문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시장 위치 및 수용가능성의 변화 추적 및 대응 – 각 시장과 기업의 흐름이 개별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

이므로, 시장 권력 및 수용력의 변동이 발생할 것

사회적 책임 견인 – 사업 지속의 어려움 및 개인 자산 리스크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업무 환경의 미래– 물리적 사무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과거 목표가 미래 업무 환경으로의 효

율적 전환으로 변하면서 채용 절차, 근로자, 업무 환경(물리적 환경), 교육 제도를 재택근무 기술에 맞

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운영 방식 제고 – 운영리스크(예: 사이버 익스포져) 파악 및 인수 및 보험금 심사 분야의 리스크 경감

책 우선화(데이터와 디지털화에 특히 집중)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봉쇄령에 따라 완화된  

영업 기조 유지

다수를 위한 기여 -  

지역사회에 미친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내부 반응 점검 및 조직 회복 전략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회복 방안 수립 및 외부 지표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시장 변화  

모니터링 수행

3. 손해보험 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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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9가지 주요 과제

Tim Adams, Brad Carr 외 4인

디지털의 미래 가치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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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며, 일부 과정은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  디지털 전환의 정의는 각 기업, 혹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정의하고 상호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통상적으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미래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  

이는 비즈니스와 영업 모델의 변화를 수반하며, 때로는 사업 모델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  본 첫번째 연구 리포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본 리포트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성하는 9개의 주요 요소들을 정의한다.

금융기관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9가지 주요 과제

개요

금융산업본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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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발전, 그리

고 통합은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

고 있다. 이러한 미래 변화는 금융기관 이탈 현상과 경

쟁 구도 변화, 신기술 등장, 오픈 데이터, 기업 간 파트

너쉽과 동맹 관계, 규제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은 금융업계가 유통

업이나 기술업계에서 등장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경

험을 제공할 것을 더욱 기대하고 있어 금융업계의 어깨

가 무거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보다 단순한 금융 상품 제공을 통한 

고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한편, 다수의 금융

기관들이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인사이트의 적절한 활

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정립 해나가고 있다. 

다만, 금융업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의미하는 것

은 과연 무엇인가?업무 범위, 리더십 체계, 규모, 전환 

시기 등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접근 방식과 정의가 각 기

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평가하

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제 금융 기구(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와 딜로이트가 공동 참여하여 금융기관의 디

지털 전환 접근 방식을 연구하였고, 각 기관이 필수적

으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개요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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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과제

주요 금융기관의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같

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리스크를 수용

하는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전

환 정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각 금융기관마다 시

행 수준의 기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 유럽 주요 은

행의 CITO(Chief Innovation and Technology 

Officer)에 따르면, 여전히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예측 가능하고, 일정하며 안정된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은 비즈니스 모델 전환 및 

혁신에 동반하는 리스크 감수, 실험적 시도, 반복을 통

한 학습과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금

융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

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동일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것만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금융 서비스 산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각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JP모건에서 매년 110억달러 규

모의 기술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을 때, 이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및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1 하지만 다른 

미국 내 은행의 경우였다면, 제안된 디지털 전환 투자 

금액에 대한 기대치가 투자자의 기대치에 상응하지 못

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 착수 시,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

시 염두 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디지털 전환의 모든 이점

을 취하기 어려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리서치, 토론회, 채텀 하우스 규칙(회의에 나왔던 안건

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도 되지만 누가 회의에 있었는지

는 밝히면 안되는 규칙)에 따라 전 세계 60명 이상의 

금융기관 경영진과 디지털 전환 책임자, 규제기관, 감

독기관, 입법기관이 참여한 인터뷰에 기반하여 본 자

료가 작성되었다. 또한 공공 부문의 각종 사건의 결과

들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리포트는 대내외적 

관점 모두에서 디지털 전환이 마주한 9가지 과제를 주

로 다루고 있다.

9개의 주요 과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가별 상이한 출발점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될 수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 일본 경영진에 따르

면,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의 경쟁사에 대비하여 

훨씬 작은 IT 부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조직의 기술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

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일본 기업의 채용 흐름과는 다

르게 신규사원(기술 엔지니어) 채용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몰고왔다. 

동시에,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더불어 

대규모의 신규 투자 능력) 저금리 기조는 다른 선진국 

시장 대비 유럽 국가에 더 큰 난관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은행(African Bank)의 CRO는 은

행들은 서구권의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통신회사등은 

중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라 밝혔다. 이

러한 상황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난

관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이 마주한 과제

1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을 향한 노력들이  

제한되고 있다. 

1  Fortune, https://fortune.com/2019/10/17/jpmorgan-chase-stock-goldman-sachs-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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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기대치는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금액에 상당히 제한을 가한다. 고객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재정

적 자원을 충당하는 것은 은행이 해야 할 일이

다.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시행할 것인가? 방법은 

ROE 실적을 달성하거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다."

–UK bank의  

Chief Innovation and Technology Officer

"투자자들은 2-3개월 안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고싶어 한다.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기까

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시스템 구축이 이

렇게나 오래 걸릴 것을 알았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European bank의 Innovation Leader

"금융 기관 투자자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규모 투자 시, 3년, 5년을 그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European bank의 Innovation Leader

본 연구 참여자들은 '월 가(Wall Street)"가 북미에 중

심을 둔 은행들의 단기 및 장기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가족 소유 혹은 주정부 소유의 은행

들은 장기적인 투자 및 디지털 전환 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 시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들이 구축한 사업 방식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다 장기

적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갖게 하였다. 반

면, 주주 소유 은행의 경우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편

이다.

새로운 과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고객 유입 

인터뷰 대상자들 다수가 새로운 고객층이 가져올 기회 및 과제에 대해 강조하였다. 디지털 정체성을 위한 기

술 혁신은 'Know Your Customer(KYC)'체계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이 고객 정보를 상호간 혹은 공공 부문에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 시행에 

상당 부분 제약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신속성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고객 

기대치에 부응하기 어려워지고, 수기로 다루어야 하는 개인 정보량을 축소하는 일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해결방안(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정립 중인)으로는 데이터 베이스를 중앙 정부의 관할로 설정하

여 KYC목적으로 금융 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은행 간 상호 KYC 조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

식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러 국가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금융사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s)들이 국가 간 상호 운용성 증대의 필요성을 제창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문제점들은 KYC의 경제적 가치를 재차 강조한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업무 처리과정이 대체적으로 수동화되어 있거나 반복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에

서는 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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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경쟁하는 이 상황에서 오픈뱅킹 만으

로는 부족하며, 전 영역에 걸친 전략이 필요하

다. 현재 상황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위

해, 데이터 공유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

는 디지털 규제가 필요하다. "

–대형 국제 은행의 최고 경영자, 익명

"소셜 미디어 기업의 경우, '지금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 밝혀낼 것이다' 와 같이 데이터 

활용이 최우선시 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러한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U.S. bank의 CDO(Chief Digital Officer)

금융기관은 방대한 고객 및 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참여자 대다수는 외부 데이터로부터 확

장된 인사이트를 얻기 전, 내부 데이터를 정비해야 하며 

추출해야 할 정보가 많다고 밝혔다. 데이터의 양과는 관

계없이, 많은 금융 기관들은 통찰력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질적 층면을 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초기 단계부터 데이터 매핑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고객 보호 및 혁

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불균형 및 오픈 

뱅킹 체계에서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데

이터 보안, 고객 사생활 보호,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과 

관련된 EU의 GDPR과 같은 각국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

은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목표 데이터 흐름 설정, 디지털 

전환 목적의 의미 있는 분석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반응이 매

우 민감한 시기이다.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잘못된 방

법으로 활용하거나, 위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더욱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이 연계된 경우 이러한 

상황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핀테크의 등장은 디지털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고객 참

여, 즉시 대출 심사, P2P와 같은 혁신적 역량과 사업 모

형을 도입함으로써 금융 업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2  많

은 금융기관들은 핀테크와 동맹 또는 파트너십 관계를 통

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성공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 기

업들은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인 형태의 파트너십은 종종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핀테크와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등장할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아시아 내 주요 은행 CFO중 한명은 통제가 어려울 것

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몹시 원하고 있기 때

문이라는 이유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한 예시

라 볼 수 있다.

한편 핀테크와의 파트너쉽은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서비

스와 관련된 리스크 외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거대 금융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핀

테크가 보다 유연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IT 운영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핀테크는 레거시 

기술과의 통합 또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복잡한 운

영 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험이나 전문성이 

2

3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체계는 금융  

기관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및 수용 

범위를 제한한다. 

핀테크들의 기업으로서의 미성숙함과 

역량 부족은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제한을 줄 수 있다. 

2  Deloitte Report, "Beyond FinTech: Eight forces that are shifting the competitive landscape." https://www2.deloitte.
com/global/en/pages/financial-services/articles/beyond-fintech-pragmatic-assessment-disruptive-potential-
financial-services.html.

3  Apple Pay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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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Barclays Ventures의 CEO Ben Daley는 파

트너십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핀테크사와의 협업에 대비

한 선제조치로써 "진정한 시작점은 핀테크사들이 대형사 

탐방을 돕는 것인 것 같다"는 견해를 전했다.4 

보다 순조로운 핀테크와의 협력 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핀테크사를 발굴해야 한다. 인

터뷰에 응한 금융기관의 책임자들 여럿은 사업 목적에 대

한 혼선으로 인해 실패한 파트너십 사례를 들었다. 리스

크 마인드(RiskMinds)국제 회의에서 Groups BPCE의 

최고 경영자 Jacques Beyssade에 따르면, 기존의 금융

기관들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고객 

관계를 확립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

다. 그러나 일부 핀테크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단일한 가

치에 집중한다고 전했다.5 기업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시

각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핀테크 간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과거 주요 시장에 대한 공적 제도, 법안, 규제의 구상 

기간에 일반적으로 수년간의 시간이 주어 졌었다면, 

급변하는 기술로 인한 변화가 생기는 현 상황에서는 

규제 변화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충

분한지 시험대에 놓인 상황이다. Group Santander

의 최고 경영자  Ana Botin은 "PSD2(유럽의 결제 

시스템 관련 규제 2)는 곧 시행될 예정이나 7,8년 전

에 

규제의 원형이 갖추어졌다. 현재 얼마나 많은 시장 변

화가 일어났겠는가? 현재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규제

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6 

규제가 선제적 조치로 등장하였거나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는 오늘날의 실정과 맞지 않을 리스크

가 존재한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규제 중심에서 감독 

중심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보

다 유연한 규제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

했다. 즉,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기술 중립적인 규제 

사항들이 변화와는 무관하게 작용하고, 감독이나 가

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 제 3자와 협업할 때, 우리에게 위험하다 할지

라도 대부분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준에 그

들이 부합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U.S. bank 의 CDO(Chief Digital Officer)

"  규제기관이 관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 속도에 발을 맞추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은행의 CDO(Chief Data Officer), 익명

"  PSD2(유럽의 결제 시스템 관련 규제 2)는  

곧 시행될 예정이나 7,8년 전에 규제의 원형

이 갖추어졌다. 현재 얼마나 많은 시장 변화

가 일어났겠는가? 현재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규제를 마련하는것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한다."

–Groupo Santander6  최고 경영자, Ana Botín

4
선제적 조치로 등장하였거나, 현재 실

태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규모의 디지

털 전환 계획의 한계로 작용한다

4  IIF Podcast, https://www.iif.com/Publications/ID/3294/FRT-Episode-29-Partnering-with-Start-ups.

5  Quote from "Going back to basics: returning the bank to profitability & customer-centricity" session at RiskMin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mber 2-6 in Amsterdam. https://informaconnect.com/riskminds-international/.

6  Quote from "Views from the C-Suite" session at the IIF Annual Membership Meeting in Washington in October 2019. 
https://www.youtube.com/watch? v =xrjISCpMtJk&list=PLJDiec APqXi32Wf DsC AULcjpA A4w8aA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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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스타트

업이나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 되기도 한다.금융 서

비스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는 활동이 아닌 기업 기반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사이 "해결책" 접근 

방식의 결여로 인해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

못된 규제 해석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 부서, 법률팀, 준법 부서를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관련 결정을 유보하게 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간의 협력과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확장 등이 위와 같은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싱가포르 통

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이 아세안 은행 연합 및 아세안 금융 혁신 네크워크와 

협력하여 API 교환 플랫폼 도입에 참여한 것이다. 이

와 같은 개방형 구조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API를 통

해 금융 기관들은 협력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함께 구

상하고,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단 5일만에 새로운 디지털 은행 구축이 가능했다.7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모집하고, 발전시키고, 이

탈을 방지하는 능력은 디지털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주요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

적인 전략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

이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미국 주요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만드

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

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고용된 이들이 사업에 참여

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에 덧붙여, 한 대형 보험

사의 CDO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의미 있는 기업의 목

표를 계속해서 임직원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

업 내 다양한 부서의 순환 근무를 통해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이나 데이터 부문의 역량을 갖춘 임직

원은 고액 연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유, 목적, 유연

성, 보상을 추구하며 미래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

기를 원한다. 

금융기관이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며 보유한 인재의 구성

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들이 변화함에 따

라, 디지털 분야에 정통한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전례없

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부서를 

내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과제

은행 및 보험사들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

고 채용하는 것 대비 이러한 인재들을 계속

해서 보유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인

터뷰와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

제이다.

1
인적 자원의 변화는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미래 시대의 인력과 인재를  

보유하기 위한 환경을 재고하게 한다 

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s://www.mas.gov.sg/development/fintech/api-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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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을 보유

한 인재는 직급과 부서를 막론하고 전사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 인력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인재 접근 방식이 운영 방식과 관련된 디지

털 전환과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디자인, 기술적 지식에 더불어 비즈

니스적 역량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였다. 또한 핀테크와 기술 기업 다수가 동일한 

인재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분

명한 목적 아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구성

하고, 발전시켜 이러한 고수요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인재 유치가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 한 CDO는 "우리는 체계적인 역량 발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 참여

하며,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시각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입니다."라 말하며, 인재가 곧 중요 자산임을 재차 입증

하였다.

또 다른 CDO는, "우리는 인재 보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만, 인재 발전과 투자에 더 많은 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

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인력을 리테일이나 기술 부문에 디지털 전환 책

임자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경우, 이들은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금융 서비스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타 부문에서 고객을 대한 경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금융기관은 고심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준비가 안

된 것 만큼이나(외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과제#3 참고) 

금융기관들 또한 핀테크와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

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혁신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문화, 사고방식, 기술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 파트너사와 업무 추진 시 사전 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

한 요인의 일부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받거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리

스크, 준법, 법률적 부문에 대한 인식이 핀테크의 상생체

계에 퍼지게 되면 내부 승인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CRO(Chief Risk Officer)인 

Mark Smith에 따르면, 은행이 소수 지분을 차지하는 핀

테크와의 조인트 벤쳐 협약이 야기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내부 리스크 수용도와 이에 대한 미래 협업 파트너의 관

점 간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효과적

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8

핀테크와 파트너십 추진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

2
기업 유연성 결여, 혁신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도나 추진  

능력의 부족 

"  은행이 소수 지분을 차지하는 핀테크와의 조

인트 벤쳐 협약이 야기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내부 리스크 수용도와 이에 대한 미래 협업 파

트너의 관점 간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 이

는 금융기관이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

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CRO, Mark Smith 11

8  Paraphrasing comments made at "Going back to basics: returning the bank to profitability & customer-centricity" 
session at RiskMin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mber 2-6  n Amsterdam. https://informaconnect.com/
riskminds-international/.

11  Quote from "Going back to basics: returning the bank to profitability & customer-centricity" session at RiskMin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mber 2-6 in Amsterdam. https://informaconnect.com/riskminds-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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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3자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

조나 기업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AS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9, 은행이 핀테크와 협업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 면밀한 시험을 거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기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지역 내 80%가 넘는 은행들은 아직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하고, 구축 후 시험 성공

률이 약 30%-40%로 낮은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 참가자들에 의하면 핀테크 협

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해석한 의미와 실제 규제의 의

미가 상이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유럽의 한 주요 은

행 CITO(Chief Innovation and Technology Officer)

에 의하면, 은행의 규제 부서에서 규제 사항들을 검토하

고, 정책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변

호사에게 해당 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할 것을 요청하

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를 기피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이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은행 내부 리스

크 통제 부서와 법률팀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해석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핀테크 협업에 부작용이 된

다. 진심을 담은 고객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 은행과 단

기적인 포부 중심적인 핀테크(외부 요인으로부터 기인

한 과제#3 참고)와 같이 이들이 서로 다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Beyssade의 관점에 한 CDO가 

덧붙이길, 역으로 대기업들이 때로는 진정한 고객의 니

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10

과 사고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 조사 참여자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감성을 동반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내부 및 외부 모두 포함)들이 완벽히 

디지털 전환에 동의하기 전에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자 하는 경영진의 결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들은 종종 반대 의견에 부딪히곤 한다.따라서, 초기 시

점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시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장애 요소로는 대부분 금융기관에 산재한 리스

크를 의식하는 문화이다. 각 금융기관의 업무 절차와 

디지털 전환은 기술 전환만큼이나 인간이 보유한 자본

3
리스크를 의식하는 통상적인  

문화는 혁신 추구 시 수반되는  

고위험 수용과 충돌한다 

"  장애 요소는 규제가 아닌, 은행의 규제 해석으로 

부터 비롯된다."

–DBS 전 CIO(Chief Innovation Officer),  
Neal Cross 12

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s://www.mas.gov.sg/development/fintech/api-exchange.

10  Quote from "Going back to basics: returning the bank to profitability & customer-centricity" session at RiskMin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mber 2-6 in Amsterdam. https://informaconnect.com/riskminds-international/.

12  Quote from "In Conversation" session at the IIF Digital Finance Symposium, October 2018 in Brussels. https://www.
youtube.com/watch?v=NY-OZOQNZjg&list=PLJDiecAPqXi0BBpyjP8Ltcto63t3arCKd.

운영 방식은 금융 위기와 다양한 그 외의 리스크에 대

비하여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모든 통제, 

거버넌스, 규제의 준수, 예측, 일관성을 강조하는 데 초

점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 실험적 요소, '실패를 먼저 경험해보

라' 라는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영국 주택금융조합 

(Nationwide Building Society)의 CRO(Chief Risk 

Officer) Julia Dunn에 따르면, 새로이 설립되었으며, 

완벽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형식을 갖춘 영국 디지

털 주택금융조합인 Nationwide for Business는 규제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는 상당한 기회를 시장에 불러오는 한편, 기존의 주택

금융조합에서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와 관

련된  주요 문제점은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이 통제 구조

를 유지하는 한편 유연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적정 수

준의 리스크를 결정하는 것이다.

딜로이트 영국에서 진행한 글로벌 디지털 서베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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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국적 은행의 디지털 전환 책임자는 기존 

은행들의 법률, 규제 준수, 리스크 관련 거버

넌스 체계로 인해 기술 기업 대비 전환 속도가  

2배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부 은행들은 브랜드와 고객에 기반한 강점

을 형성하는 점진적 추진 방식을 채택하였습

니다.이러한 접근 방식의 리스크는 가장 낮

지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회복적 관성이 존

재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리스크가 가장 낮

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

는 방식입니다." 일부 은행은 아예 외부에 현

재 보유 고객의 향후 유입을 기대하며 아예 새

로운 은행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다만, 고객들

이 과연 이를 알아차릴 것인지는 미지수입니

다 – 또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나 수수료 기

반 사업 추진 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더욱 심

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 은행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 

익명

" 기업 문화 구조를 실험해봐야 합니다. 300명

의 인원을 소규모 조직으로 분할하는 재구성

을 통해 이들이 담당한 분야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소규모 조

직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

습니다."

–유럽 주요 은행의 CITO(Chief Innovation and 

Technology Officer), 익명

"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곧 데이터 활

용을 제한한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규제가 추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

제는 곧 우리에게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리스크 및 준법감시 관련자들과 해결책 모색

을 위한 시각을 같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S. bank의 CDO(Chief Digital Officer)  

금웅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법을 시도하였다. 경영진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

들은 현재 혹은 즉각적인 사업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 따

라서, 이들이 현재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와 디지털 전환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영진의 성과 평

가 지침이 단기간의 실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추진하여

야 달성이 가능하다. 은행 및 보험업계 경력을 보유한 한 

CDO(Chief Digital Officer)에 의하면, 보험업계에 대비

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이 금년도 실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은행업계에서 특이 이러한 부분이 강조된다고 한다. 

딜로이트 미국에서 발간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 기고문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 포트폴리오는 각기 70%가 현재 추진중인 핵심사업 

양성, 20%가 사업/시장 확장, 10%가 현존하지 않는 혁

신에 배분되어야 한다. 핵심 사업 양성은 단 몇 개월 안에 

실적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이익으로 전

환되기까지 5-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15 이

를 참고한다면,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알맞은 의사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성과 보

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4
단기간 사업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포부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14  Deloitte UK's "Beyond the hype: Global digital risk survey 2019" https://www2.deloitte.com/content/campaigns/
uk/global-digital-risk-survey/global-digital-risk-survey/global-digital-risk-survey.html.

15   "Managing your innovation portfolio," Harvard Business Review, May 2012. https://www2.deloitte.com/us/en/
pages/strategy/articles/managing-your-innovation-portfolio.html.

르면, 디지털 시대의 리스크 매니저는 디지털 상품의 주

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및 기술적 

관점을 통합한 관점에서 리스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

다.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한편 일일 단위

로 관리하는 리스크 체계에서 누락된 항목을 어떻게 관

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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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혁신 관리와 동시에 3단계의 목표 투자에 능통한 기업은 각 요소의 관리 및 요소 간 균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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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Managing Your Innovation Portfolio," Harvard Business Review,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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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이후 규제사항이 마련된다면,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해야만 한다. Bak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내 도드-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에 대한 준법 관리를 위해 은행 부

문은 연간 5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6 위기 이후 마련된 규제에 대한 수정이 

거듭될 것이고, 은행이 이에 대해 할당 중인 자원을 자

유롭게 활용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결

국 은행이 사업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매

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뜻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문을 의미

하지 않는다. 

조사 참가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집중 투입되는 

것과 경영진의 관심이 규제에 집중되는 상황이 디지털 

전환 목표 및 투자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

각하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내부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는 수준과 경영진이 집중해야 하는 문제들은 정해진 

정도가 있다.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심각

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

한 예산 할당이 사업 과제보다 우선 순위를 갖게 된다

는 의미이다. 즉, 아주 중요한 사업 과제들만이 진행 가

능하며, 사업적 변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후순위로 밀

려나게 될 것이다.

난관이 존재하는 거시적 환경과 수익성 있는 성장 가능

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인해 규제 요구사항 충족을 위

해 소모되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외부 요인으

로부터 기인한 과제 #1와 같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월 가(Wall Street)"에서 기대하는 분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

기간이 소모되는 대규모 전환 과제에 투자하려는 금융

기관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 상승은 과거

부터 대부분 은행들의 주요 목표이긴 하였으나, 이제 

대부분은 비용 절감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함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규제 요소는 투자가 이익으

로 전환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금융

기관의 R&D관련 투자, 전략적 정책에 대한 투자에 제

한을 두게 될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거대 금웅 기관

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이해관계 

충돌을 마주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강한 규제로 인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

에 할당될 예산 및 자원 축소, 경영진

의 관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규제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한편 금융

기관에서는 디지털 관련 투자를 이행한다면  

5년 후 은행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죠."

–유럽 내 대형은행 CITO(Chief Innovation & 
Technology Officer), 익명

" 시장이 주도하는 고객 경험 발전 전략은 은행 

내부적으로 전례 없는 기술적 변화를 수반합

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평소와 같이 사업을 지

속하고 있을 겁니다. 즉, '사업을 지속'하는 동

시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Nedbank CRO, Trevor Adams 17 

"  자원(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포함)과 투자를 

동시에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주요 은행 CDO(Chief Digital Officer), 익명 

16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https://www.bakerinstitute.org/media/files/files/0febf883/bi-brief-090619-cpf-
doddfrank.pdf.

17   Quote from "Whose risk is it?" session at RiskMin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mber 2-6 in Amsterdam. 
https://informaconnect.com/riskminds-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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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대내외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두가

지가 혼합된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들로 인해 디지

털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점에 대

응하기 위해 마련된 모두를 위한 해결 방안이나 정형화

된 업무 추진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전환

이 더 이상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은" 과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주요 전략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분명히 했

다.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인 성공 척도는 사업 구조 및 

조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업 구조 전환은 사업 

모형을 재정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고객 니즈

와 선호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브랜드와 신속한 혁신을 

통한 신사업 기회 발굴을 통하여야 한다. 기업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업무 추진 방식, 변화한 현실에 맞춘 역

량 및 산업 내 동맹 체계를 형성하여 기업 문화를 개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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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Tim Adams, Brad Carr 외 4인

디지털의 미래 가치

딜로이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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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은 사업의 미래 가능성 증명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 임직원 역량,  

운영 효율성, 사업 경제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직급과는 무관하게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초기 단계부터 인적 자원의 가능성을 발굴해야 하며, 미래에 알맞게 변화에 개방적이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한 회복이 가능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략 및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알맞은 구조와 정책이 먼저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업 환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시각 형성을 위해 규제기관, 협력사, 투자자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선제적으로 관계 형성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  본 두번째 리포트를 통해, 연구진은 금융 기관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금융산업본부 특집

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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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은" 사

업이 아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을 이야기 하는 

분야도 아니다. 금융기관에 있어, 디지털 전환은 고객 

경험, 임직원 역량, 사업의 경제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다.

COVID-19 위기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금융기

관의 대처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제 

금융 연구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가 발간한 자료"디지털 전환과 COVID 상황에 적

응하는 것"에서도 강조하듯이, COVID-19 상황에 반

드시 적응해야 하는 현실은 사업은 물론 고객들 사이에

서도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

게 될 것이다.1

금융업에 있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

기 위해, 국제 금융 연구원과 딜로이트는 약 80명의 경

영진과 디지털 전환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

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전 세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금융 및 규제 당국, 법제처의 임원진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내용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 

및 디지털 전환의 미래 가치 실현에 대한 탐구이다. 앞

서 다룬 "디지털의 미래 가치: 금융기관이 마주한 디지

털 전환의 9가지 주요 과제"에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였다.2 본 자료는 금융기관이 사업 과제를 추진하는 방

식 및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었

다.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아래 5개의 주제로 

간단히 요약이 가능하다. 

본 리포트는 아래의 주제들을 자세히 탐구하고, 각 주

제들이 금융기관이 디지털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개요

고객 중심적 사고

조직의 기초 토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인재 양성 및 문화 도입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실행 역량

외부 협력 및 사전 대응

1  Brad Carr,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VID Adaptation," LinkedIn, 21 March 2020, https://www.linkedin.com/
pulse/digital-transformation-covid-adaptation-brad-carr/.

2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and Deloitte, Realizing the digital promise: Top nine challenges to digital 
transformat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2020,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financial-services/articles/
realizing-the-digital-promi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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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COVID-19 상황에 대한 적응 

국제 금융 연구원과 딜로이트는  COVID-19에 적응해야 하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유효한 인사이트를 

수집하였다.

지난 10년간 이행된 은행 및 보험 영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보다 유연하

고 위기 극복이 빠른 플랫폼을 활용하여 COVID-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일부는 무방비 상태에

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위기가 점차 극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재빠른 적용 능력, 발달 능력, 그리고 

시장에 새로운 역량과 경험을 도입할 수 있는 문화와 기술을 보유한 은행들은 나머지와 극명히 대비되는 차

별화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팬데믹이 물러남에 따라 승리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 금융기관은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업무 툴, 인프라, 업무 방식을 통해 400명에 달하는 

디지털 팀의 구성원들이 문제 없이 원격 근무체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결제 방식의 혁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도움

을 주었다. 비접촉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해 결제 시점에 위생 수칙 준수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 배

달 시 간편 결제 기능의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온라인 환경의 문제 등 재택근무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술은 제 몫을 해내고 있다. 하

지만 인간이 재택근무를 수용하는 방식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최근 논의에서 나온 주요 인사이트를 인용하

자면, 재택근무에 따른 인재 관리와 운영 모델의 약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부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점

을 통해 재택근무에 따른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음이 드러난다고 전했다. 

COVID-19의 발생은 투자 축소를 비롯하여 핀테크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과 전

략적 헙업이나 동맹 구조를 체결한 스타트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비해 나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가로 핀테크는 속히 필요한 수입

원을 얻게 되며 이들 간의 파트너십 관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내부 조직이 새로운 운영 방식을 받아들이는 행태와 이러한 변화가 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 및 미래 변

화를 수용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조직의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동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답변은 COVID-19

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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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의하

라'는 질문에 대해 본 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경

영진은 고객 중심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는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업무 체계가 고객들에게 

보다 개선된 효율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예 

고객 중심 사고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이라 여기기

도 했다.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

만,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고객 니즈에 대한 관점에

서 비롯됩니다." 라고 한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가 덧붙이기도 하였다.

한편,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

는 요인이라 여기는 의견도 존재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다른 방식들과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관련 사업 목표들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가

치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가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다. 한 보험사의 CDO는 "기업들이 유연한 조직 문화

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상품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의 사고방식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 요

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디지털 전환과 고객 중심적 사고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금융산업의 리

더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진정한 고객 중심적 

사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미국 주요 은행의 

기술 전략 부문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 말

했다.

고객 중심적 사고

" 수동화 된 업무 처리 

방식을 자동화 시킴으로

써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

하는 한편, 고객의 일상에 

녹아들어가기 위해 조직 

구성의 면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 니즈

를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 

된 사업 모형과 업무 방식

을 재구성하여 고객 참여 

확대 및 긴밀한 고객 관계  

형성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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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서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을 갖는 업무(예:모바일 앱

과 셀프 서비스 포털),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 

(예: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모두에 대한 재구성

이 필요하다. 이는 가치사슬 내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

장이 필요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 시중 은행 및 

기관 대상의 금융기관 모두에게 해당된다. 비록 두 분

야에서 고객 수요와 우선순위는 각기 다르겠지만, 디

지털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혁신 관리와 동시에 3단계의 목표 투자에 능통한 기업은 각 요소의 관리 및 요소 간 균형을 추구한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고객 중심적 사고와 디지털 전환의 속도

고객 중심적 사고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면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인가?  

– 은행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보험사 대비,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투자자들이 은행권 투자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과 리스크 회피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의 경영진에 따르면, "실험적인 사

고라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있어 내재되지 않은 문화와 같습니다." 한편 보험사의 고객들 보다 더욱 잦은 상

호작용을 원하는 은행의 고객들도 존재한다. 이들로 인해 은행 경영진에게 있어 디지털 솔루션은 매우 중요

한 사항으로 자리잡았으며, 디지털 전환 과정이 가속화 되었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선결요건: 조직의 기초 토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고객 중심적 사고

변화에 능통하라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변화의 촉매를 제시하라

기술을 활용하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인재 양성 및 문화 도입

외부 협력 및 사전 대응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실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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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최고의 프로세스 및 사업 모형을 구상하는 일

이다."

- 미국 주요 은행 CDO(Chief Digital Officer), 익명

" 디지털 전환은 고객의 참여를 이끌고, 이들

과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아마존이나 우버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디지털화로 인해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고객의 기대감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 미국 대형 보험사 CDO 
(Chief Digital Officer), 익명

"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이라기 

보다는 고객입니다. 고객을 중심에 두고, 디

지털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주요 은행 디지털 부문장,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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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관계없이 전사적인 임직원의 참여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이를 위해 능통한 

변화 대응력, 혁신적인 비전, 변화의 촉매 형성, 기술 

활용력과 같은 기초 토대가 필요하다. 

                   내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과제

미래를 생각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디지털 전환이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재구상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한편 디지털 전환은 여전히 경영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CEO와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참여가 없다면, 성

공적인 사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 자원 및 고위 관리자의 관심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한 개별 

업무에 대해 경영진의 참여를 확실시 하는 것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 "경영진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라고 유럽은행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가 

언급하며, "경영진이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단순히 믿

는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확실

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CIO(Chief Innovation Officer)는 

그가 CIO로 처음 부임하였을 때, CEO가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이끌고, 임직원의 참여를 이

끌라고 지시하였던 경험을 떠올리며 위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편 예산만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는 아

니다. 디지털 혁신은 오늘날 금융서비스와는 본질적으

로 다른  접근 방식이나 지표 활용 및 디자인적 사고나 

유연한 발전과 같은 관념의 이해를 요한다. 한 미국 대

형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는 "만일 경영

진이 현재의 사고 방식이나 운영 모델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향후 5년이나 10년 후 그들은 사업을 지속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 그룹 리더로 잘 알려진 Chris Skinner는 "디지

털 전환에 성공한 은행들이 보유한 주요 차별점은 그들

의 경영진(CEO, 사장 등)이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전

환 프로젝트가 아닌 전체적인 사업의 변화임을 이해하

고 있었습니다. 

선결 요건: 조직의 기초 토대

" 고위 경영진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것은 아

주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간 직급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한

편,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아프리카 대형 은행, IT 전략 부문장, 익명

" 관점, 경험, 능력 등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

진 부문에서 경영진의 역량 증대가 필요합니

다. 경영진은 과거의 업무 방식에 얽매여 있

기 때문입니다."

- 유럽 주요 은행 CDO, 익명

" 특정 부문에 디지털 전환 기능을 전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합

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누군가

에게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경영진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시장 및 핀테크 부문 비평가 및 작가, Chris Sk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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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참여가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

이라는 것은 비단 금융 서비스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

다.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글로벌 수준

에서 운영되고,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군 또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곧 경영진의 참여라 여기고 있었다. 헬스

케어 기업의 한 CDO는 "디지털 전환 사업 목표가 단기

적으로는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지라도, 궁

극적으로는 새로운 역량을 창출해 내기 위해 경영진의 

지원이 특히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지만, 그들

은 여전히 디지털과 혁신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전통

적인 지표들에 익숙하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들의 역

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한 오스트

레일리아 은행의 CRO(Chief Risk Officer)에 의하면, 

기술에 정통한 이사진은 디지털 전환을 성공으로 이끌 

팀을 형성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영진만의 힘으로는 디지털 전

환을 이룰 수 없다. 한 경영진은 "조직 내에서 디지털 전

환에 반대하는 수천명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라고 경

고하기도 했다. 즉, 변화를 이끌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

요하다.

                   혁신적인 비전

"명확한 비전과 소통이 조직 전반에 걸쳐 필요합니다.", 

한 미국 대형 보험사의 CDO의 말이다. 정교하게 형성

된 비전을 조직에 주입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목표가 

사업 전략과 동일 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

다. 여기서부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기

업의 비전을 곧 개인의 목표로 삼게 만든다. 

기업들은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인

원을 임명함으로써 혁신 목표 추진을 가속화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의 70%가 시행

한 방법이기도 하다.5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시적인 기

여를 보여주는 리더를 보유하는 것을 통해 디지털 전환

을 위한 전반적인 비전, 전략적 결정, 목표 시행에 대하

여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현실적인 

실적 집계 방안 및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는 리더는 디

지털 전환이 시급한 현 상황 및 공동의 목표를 조직 전

반에 퍼트릴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여타와 구별되는 디지털 목표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는 디

지털 도입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일부

는 대외적으로만 디지털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의 저명한 한 작가에 따르

면, 성공적인 기업은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

와 기여를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변화의 촉매 형성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성공의 순간은 조직 

내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미국 대형 보험사의 CDO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변화와 

디지털의 장점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신속히 조직 내 전

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우선

시함으로써 이러한 성공의 순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주요 은행의 전략 책임자는 "우리는 외부 컨

" 작은 성공일지라도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기존 금

융기관의 성과를 능가하는 순간, 기존 금융기

관들은 내부적으로 핀테크 담당 부서 간 경쟁

을 붙여 상호간의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은행, 디지털 정책 책임자, 익명

5  Deloitte, Survival through digital leadership, 2015,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de/
Documents/technology/Survival%20through%20Digital%20Leadership_saf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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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새것으로 대체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이 날

로 증가하고 있다. 만일 변화를 위한 기초 토대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면, 디지털 부문의 총 책임자는 전

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현대 기술의 일부 요소는 다음

과 같다:

금융기관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위의 

기술들을 활용한 개방된 확장형의 신규 인프라를 도입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화 된 경제 

상황 및 급변하는 고객 행태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지

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설턴트의 자문에 따라 유연한 업무 방식을  도입했습니

다. 비용이 절감되었고, 이는 경영진의 주목을 받았습

니다. 주요 사업 부문 및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

례가 되고 싶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즉, 비록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지 않은 목표라도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

을 보여줌으로써 변화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미국 대형 은행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

는 CEO가 특히 선호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유연 업

무는 알맞은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던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예시들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다면 곧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때로는 내부 

경쟁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글로벌 은행

의 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전했다. "새로운 핀

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을 능가한다는 것은 결

코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

은 내부 혁신 팀간 경쟁을 붙여 각 부문의 변화를 이

끌고자 합니다. 변화는 조직 내 중요한 사건으로 자

리잡게 됩니다." 

                   기술 활용 능력

디지털 전환은 기업들이 현대 기술의 발전을 취할 수 

있으며, 신상품 개발, 새로운 고객 접근 방식, 외부 

파트너사와의 새로운 협업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개

방된 모듈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레거시 기술 플

랫폼에 기반한 IT 시스템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

다. 디지털 전환에 착수하기 전, 금융기관들은 기존 

"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전환을 견인하는 힘은 고객의 관점에

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은행, 디지털 정책 책임자, 익명

클라우드 기술

모바일 환경

디지털 정체성

인공지능, 머신러닝,  
향상된 분석 기술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된 모듈형 인프라

디지털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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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요건인 조직의 토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금

융기관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다.한

편,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인력의 

역량을 확장하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 리스크 대응 능

력, 미래 적응력을 갖춘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인재 양성 및 문화 도입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금융기관들은 보편적인 리스

크 회피 문화에서 벗어나 혁신을 위한 리스크는 수용하

는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 보험회사의 CDO는"

저의 리스크 수용 수준 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

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정교하게 구

축된 프로젝트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합니

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전환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형성하라

62%에 달하는 조직 혁신 총 책임자들은 성공적인 디

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46%는 기업 문화로 인해 디지털 전환

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했다.7 디지털 전환을 돕는 문

화는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실험적 도전과 리스크를 수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부문에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 범위를 확대하는 

방범은 실험적인 도전이 비용 소모적이거나 인력 낭비

를 초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새로운 인력을 리더

십에 배치하는 것이다. "과거 의사 결정을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한다면 현재의 경영진은 급진적인 행동을 취

하기 어렵다."고 한 연구 참여자가 전했다.

미국 주요 은행의 CDO는, 비로 쉽지는 않지만 기업들

은 개인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마

주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했다.

디지털 리더십 및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라

디지털 부문의 인재를 쟁탈하는 경쟁은 금융기관에

게 다소 낯선 분야일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진을 아예 금융산업 외부에서 물색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의 동인

" 실험적인 도전이 비용 소모적이며 인력 낭비

를 초래한다는 사고를 가진 문화로부터, 실험

적인 도전은 낮은 비용 하에서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화로의 변화

가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대형 보험사, 혁신 책임자, 익명

" 대규모 조직에 단일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

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을 이끄는 여러 

개의 하위 문화가 존재할 것이라 믿습니다."

- 미국 주요 은행,  
디지털 채널 및 혁신 정보 총 책임자, 익명

7  Gartner, Break Through Culture Barriers to Power Your Organization, 05 February 2019, https://www.gartner.com/
en/documents/3900085/break-through-culture-barriers-to-power-your-organizatio.



디지털의 미래 가치 : 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127

금융산업본부 특집

ANZ 은행은 디지털 은행 부문에 구글 출신의 경영진

을 영입했으며, Westpac은 은행 부문의 고객 중심 

마케팅과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즈니에

서 출신 인재를 채용했다.8,9 일부는 혁신적인 파트너

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엄청난 기술 관련 인재 유인력을 가진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인슈어테크

(InsureTech) 자회사에 디지털에 능통한 인재를 유

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금융기관들은 디지털과 기술

에 능통하며 적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록 금융기관들이 최고의 

인재를 이끌어 들이는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부문의 인재들에게 채용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인

센티브, 종업원 지주제, 유연 근무 시간 등 전과는 다른 

성과 보상 체계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CTO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위해서는 은행업의 중심 제도

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재 채용 및 보상 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보상체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

니다. 금융기관은 명확한 목표를 지정하고, 시행 결과

가 분명한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목표의식이 분명한 리

더와 최고의 기술 도구를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기술에 능통한 인재들은 실험적이고 흥미

로우며, 다양한 부문과 협업할 수 있으며 수평적인 업

무 환경에서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데이

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최신의 AI 알고리즘 및 흥미

로운 원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

하다. 한 금융기관의 애널리스트 부문장은 데이터 분

석 능력을 가진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인력들이 새로운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중간 정도의 관리 직급에 있

어 어느정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이다."라는 점을 한 조사 참여자가 강조했다. 또 다

른 이는 "기존의 인력들은 리스크와 데이터에 대해 높

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과 대비되는 

주요 차이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별된 새로운 

인력을 조직 전반에 걸쳐 각 직급에 고루 분배하는 것

이다." 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실행 역량

조직에 맞는 인재와 문화를 갖춘 후에는, "어떻게" 알맞

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금

융기관에 있어 이는 상부로부터 결정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역

량과 우선순위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발

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한 조직 구조 및 운영 체계를 구상하라

" 통상적으로 CEO들은 계리 부문의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점차 이들의 배경이 은행업

과 같은 분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들

도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훨씬 

더 진보된 상태입니다."

- 미국 주요 보험사 CDO, 익명

8  Clancy Yeates, "ANZ Bank hires Google executive Maile Carnegie," Sydney Morning Herald, 1 March 2016, 
https://www.smh.com.au/business/banking-and-finance/anz-bank-hires-google-executive-maile-carnegie-
20160301-gn74st.html.

9  Nadia Cameron, "Westpac Group appoints first chief customer officer," CMO, 13 July 2015, https://www.cmo.com.
au/article/579445/westpac-group-appoints-first-chief-customer-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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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인 조직의 구조는 무엇인가? 이는 조직만의 목표, 조직

의 사업 및 기술 전략, 조직의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내

부 전체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반면, 일부는 내부 조직

마다 상이한 목표와 실적 기준을 세우고, 개별 팀을 구

성하여 추진하려 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아예 핵심 조

직과는 구별되는 계열사나 사업 부문과 같은 신 조직을 

설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들 모두 디지털 

문화, 절차, 사업 모형, 기술을 전사적으로 도입해 일상

적인 업무 방식 자체로 만들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

표를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첫번째 접근 방식

의 경우, 조직 문화의 형태, 디지털 전환 팀의 재구성, 

개개인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의 하는 실험적인 활동들

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브랜

드와 고객을 중심으로 강점을 형성하고, 초기 단계부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

점은 문화적 관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노력이 수포

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별개로 각기 다른 사

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이들 간 결속력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 방

식은 일회성의 프로젝트 보다는 연속되는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에 보다 적합하다. 

두번째로 언급된 디지털 전환 팀과 업무팀을 구분하는 

방식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의 촉매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

상부터 테스트를 진행하기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 일부 은행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채택하는 반

면, 일부는 아예 외부에서 새로운 은행을 설립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 유럽 대형 은행 CITO(Chief Innovation and 
Technology Officer), 익명 

금융기관 내 별도의 스타트업 조직 

일부 금융기관은 디지털 부문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 조직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기

업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별도의 조직은 복잡한 구

조의 기존 레거시 IT 인프라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는 한편, 기존 사업의 KPI와 적절하게 구분된다

면 장기적인 관점의 기회들은 물론 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구조에 투자 추진이 가능하다.

모 글로벌 대형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는 소속 기업 내 별도의 핀테크 조직이 디

지털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주요 보험사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동의하는 의견을 표하며, "기존 사업과 

별개의 디지털 조직을 보유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을 가능하게 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디지

털 조직은 기존 사업의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았

으며, 작은 변화에서부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

었습니다."

고객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유입시키는 것은 상품

의 복잡성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성공 여하가 

결정된다. 주요 은행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는 "단순한 저축성 계좌를 새로운 시스템

에 도입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각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수수료 기반 상품과 같은 복잡

한 상품들을 점차 추가하려 함에 따라 어려움이 증

가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참여를 이

끄는 한편 이사회의 리스크 성향을 맞추는 것이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각 접근방식의 효율성

을 결정짓는다.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플랫폼 마커

스(Marcus)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본사 운

영 기반 없이도10 보유 고객 계좌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대다수의 기술

적 요소나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을 세우기보다는 내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편이 현명하다.

10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Digital Identities in Financial Services Part 3: The Business Opportunity for Digital 
Identity, March 2020, https://www.iif.com/Publications/ID/3783/Digital-Identities-in-Financial-Services-Part-3-
The-Business-Opportunity-for-Digital-Identity.



디지털의 미래 가치 : 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 129

금융산업본부 특집

그 어떤 디지털 전환 방식도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

다. 다만, 각 기업들이 소속 조직의 전략, 비즈니스 모

델, 시장 상황, 디지털 전환 단계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의 동인을 고려하여 명확한 접근 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디지털 전환 동인은 디지털 전환 구

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재화된 조직이 발휘하는 능력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올바른 접근 방

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조사 참여자들은 혁

신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부문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는 것에 동의하였다. 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사적으로 혁신을 주입하고자 하나의 목표를 위

해 기술, 사업, 운영 팀이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

를 들자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사업 영

역의 책임자를 기술 책임자와 매칭시키는 방식인 "two 

in a box(두명이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가 있다. 

내재화된 조직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

이며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디지털 전환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목표 및 조직이 특별히 추구하는 니즈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 방

식으로 금융기관은 내부통제를 재구성하고 운영 모델

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사

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용이하며 사업 부문 간 디지

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에도 적합한 방식이

다. 한 주요 보험사가 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회

사의 CDO는 "오직 혁신에만 집중하는 5명으로 구성

된 별도의 팀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조직 내에서 혁신

을 추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라고 진행 방식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부문과 일반 사업 부문 간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좁히고 이들 간 통합을 추구하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에 알맞게 개개인의 역할이 배정되어야 한다. 내재화

된 조직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팀 멤버 간, 혹

은 조직 내 유사한 팀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끌어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상이한 사고방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문제점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 주요 

보험사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다양한 

팀들을 융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상당 기간

이 소요되는 일이라 말했다. 새로 고용된 디지털 부문

의 인재들과 기존에 오랜 기간 재직한 임직원 간 임금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존 임직원들이 디지털 전환이 그

들의 능력 이상이라 느끼게 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다.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보유한 인재들이 팀 내에

서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

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재화된 조직의 장점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직원의 디지털적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비록 각 부문에서 알맞은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

하긴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맡은 직원들에게 주도권

을 주고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은 

임직원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이

들에게 주요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을 추진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

업의 경우, 이는 수직적인 지배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임직원들이 어떤 디지털 목표를 어

느 분야에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해당 조직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디지털 전환 노력에 있어, 이렇게 임직

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성장

하고, 자율권을 통제하는 능력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

를 가진다. 

기업은 임직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경영 환경

에서 알맞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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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의 장을 형성하라

일부 금융 기관은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유

동적으로 조정해 잉여 시간 발생 시 혁신을 고

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취하기

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20%의 업무시간을 

회사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에 할애하도록 

장려하는 구글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11.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 CIO(Chief 

Innovation Officer)는 육상 코치 Bud 

Winter을 인용하여 그의 책 Relax and Win 

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전체 활동 가능량의 

85%만 훈련에 투자할 것을 권했음을 언급했

다12. 약간의 여유는 개인이 숨을 고르고, 생

각할 시간을 주어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해서 상부에서부터 명확

한 정책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 만일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더 큰 기회를 고려해보지도 못한 채 기

존의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격

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

게 될 것이다.

                    외부 협력 및 선제 대응 조치

조사 참여자들은 산업 생태계 내의 다른 분야(예: 규제기

관, 파트너사, 투자자 등)와 얽힌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금융 기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이 업계에 불러오는 이점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효

율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외부 기관과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기관이 마주한 과제이다. 

규제기관과의 협력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산업 발달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 연구원은 규제기관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융기관 인프라와 고객 관계 형

성의 현대화,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과 생존

능력에 디지털 전환이 주는 이점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

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은행의 이사회 

Marius Jurgilas는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리스크를 수반

하는 실험적 시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안전한 혁신 가능하게 하는 것

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종종 논의회를 갖고 "우리가 금융기

관과 공유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도움이 되며, 특히 고

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 전문 인력들이 규제 기관과 직접적으로 마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준법 감시나 제도 관련 부서는 해내지 

못한 규제기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 유럽 주요 은행 CIO(Chief Innovative Officer), 익명 

도와야 한다. 현재 채용 조건이 변화하는 속도에 견주

었을 때 기술적 측면보다는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본 조사 참여자들은 임

직원들이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체계적으로 실험적 시

도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여러 시도를 통해 배운

다는 마음가짐과 새로운 개념들을 시도하고 실패 시 깔

끔하게 포기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

에게 있어, 이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생산성을 포기하고 

장기적 혁신과 성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11  Reid Hoffman, "Innovation = Managed Chaos," Masters of Scale Podcast, 2017, https://mastersofscale.com/eric-
schmidt-innovation-managed-chaos/

12  Bud Winter, Relax and Win: Championship Performance in Whatever You Do,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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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그러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한 미

국 주요 은행의 혁신가가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이 이러

한 지적에 동의하는 한편, 일부 리포트는 협력 프로세스

가 여전히 상당부분 경직되어 있거나 지연된 상태라고 

밝혔다. 협력 과제는 상황에 따라 제한이 걸리기도 하는

데, 예시로 혁신가들이 결정권이 없는 규제 당국 직원과 

접촉하였거나 금융기관이 완전히 열린 태도로 규제 기관

과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은행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는 "감시하고 적발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이와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기

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열린 태도와 신속한 대응

은 분명히 이익을 줄 것이며, 금융기관과 규제당국 간 협

력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금

융기관은 규제당국 및 감독기관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혁신의 선도주자들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규

제 해석이 규제 자체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규제 당국

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종종 규

제 사건 관련 전문가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사실에 기반

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규제

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하고, 조직 내 보수주의를 더욱 

강조하게 만들게 된다. 모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데이터 사

용을 막는 것이라 해석하지만, 개인적으로 규제가 의미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우리에

게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리스크 팀과 준법 감시자들이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 밝혔다.

핀테크와 레그테크(RegTech) 관련 기관들은 일부 국

가에서 감독당국 관리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적용 방법을 

익히는 것을 돕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

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문가 그

룹을 소집해 금융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을 찾아

낼 것을 요청하였다.14 또한 세계적 권위를 보유한 싱가

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도입 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

하는 베리타스 프레임워크(Veritas Framework)에 기

반하여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협력을 펼치기도 했다.15 

외부와의 협력  

핀테크사와의 협력은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디지털 서비

스와 관련된 것 이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금융기관들은 불필요한 보안이나 추가적인 과정 없

이 금융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핀테크사에 알려줘야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요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는 "핀테크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리스크와 규제 부담이 있다

는 이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모든 기

준들을 태생적으로 유연한 핀테크 조직에 강요한다는 것

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안정성을 갖춘 금융기관과 핀테

크 간의 내재된 철학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완

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핀테크 파트너들과 초기 시점

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각각의 방식이 가진 강점과 약점

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운영 리스크 지

침을 준수하면서 핀테크사와의 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것

14  For example, the Expert Group on Regulatory Obstacles to Financial Innovation was established by the EC in 
accordance with its 2018 FinTech Action Plan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suitability of the European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to FinTech in order to identify issues that may impede scaling up FinTech in the EU. See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Regulatory Obstacles to Financial Innovation: 30 recommendations on regulation, 
innovation, and finance," https://ec.europa.eu/info/files/191113-report-expert-group-regulatory-obstacles-
financial-innovation_en.

1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Partners Financial Industry to Create Framework for Responsible Use of AI," 
13 November 2019,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19/mas-partners-financial-industry-to-
create-framework-for-responsible-use-o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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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금융서비스 기업의 부사장은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할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핀테크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을 돕는 내

부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혹은 

금융기관이 핀테크와 더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해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스폰서의 도움을 받

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주요 은행의 디지털 부문장

은 "다양한 분야에 속한 소규모의 팀들은(리스크 및 준

법감시기구 포함) 핀테크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포함시

켜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

일부 경영진은 핀테크와의 협력에 있어 임직원의 역량

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통

해 금융기관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 주요 은행 중 한 곳은 스타트업이 은행들에게 자신

들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도와주고, 기

업의 설립자와 함께 제안 자료를 검토하는 혁신적인 방

식을 택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또 다른 곳은 스타트업

의 포지셔닝을 이해하고, 시작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대신 핀테크에 투자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규모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핀테크 관련 문제 이해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 설득

금융기관이 마주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

과 관련된 목표들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조율하는 것

이다. 금융기관의 투자자들, 특히 보험사 투자자의 경

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지만 디지털 전

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며 대규모의 투자를 요

한다. 조사 참여자들은 투자자들에게 3-5년이 걸리

는 전환 사업에 상당한 투자금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

으며, 경영진이 종종 단기 수익성과 장기간의 디지털 

전환 사업 사이에서 고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제 금융 사업의 투자자들은 업계의 

경영진이 기술 분야에 준하는 이익을 낸다는 가능성에 

회의적이며,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디지털 전환 사업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금융기

관이 비용, 이점, 적시성을 갖춘 명확하고 믿을만한 디

지털 전환 목표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디지털 전환이 기업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며, 

미래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 조

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리스크와 대가가 크다는 

것에 미루어 디지털 전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진

행되어야 할 것은 투자자들에게 변화하는 고객 선호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변동이 불러올 리스크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

환이 갖는 이점과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임을 투자

자들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전환의 로드맵과 기업의 추

진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금융기관에 가져올 경제 및 비경제적 이

점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디지털 전환 업무

에 대한 지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사 참여자들은 전

했다. 비록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선제적인 대화와 전략적 계획은 시장

의 과민 반응이나 전환과정 중 경영진에게 놓일 수 있

는 압박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구축하고 지

속적으로 명확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달성하

는 것은 시간 경과 혹은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어려워

질 수 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기

적으로(장기 과제와 평행선상에서)라도 아주 작은 일

일지라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 혹은 결과물을 투자자에

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금융 기관이 혁

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자

부심을 일깨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중점 사항을 다

시 강조하자면, 한 주요 은행의 CDO(Chief Digital 

Officer)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소리를 

높이고, 보도자료나 투자자를 통해 성공사례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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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통해 투자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

다. 또 다른 조사 참여자는 주요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 작은 디지털 관련 사업의 실패 사례를 되돌아봄

으로써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금융사를 혁신적인 은행으로 포지셔닝 하고, 핀테

크 부문을 정립하는 한편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투자를 받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금융기관들은 보

도자료, 발간물, 업계 내 권위자의 확신 등을 통해 디

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의 초석을 계속해서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디

지털 전환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만 본 연구 과정을 통

해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추진하는 것이 그 어떤 기

업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

음을 인지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 

경영진은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 요소들이 다

음의 5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자료에서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디지

털 전환의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추진

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 참가자들을 통해 일부 요소들은 통제 범위 

밖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규제 기

관 및 법제처의 활동, 핀테크를 비롯한 비금융기관의 

등장 등이 있다. 금융기관들이 영업 환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부에 한정되어 있다.

결론

고객 중심적 사고

조직의 기초 토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인재 양성 및 문화 도입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실행 역량

외부 협력 및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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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 이전, 금융 서비스 산업은 이미 고객 기대치의 변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진

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금융 기관 및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과의 경쟁, 규제의 변화, 기

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 도구, 전 세계에서 도전적

인 은행들의 등장이 급증함에 다라 디지털 전환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고객의 태도와 기업이 디지털에 투자하고자 하

는 의지는 기업별, 시장별, 국가별로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COVID-19의 등장은 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COVID-19으로 인해 경제 활

동의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편

의와 의지가 디지털을 통해 극대화 되며 소비자 행동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뿐만 아

니라, 발전된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위기상황 직후 빠르게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재조명되었다.

국제 금융 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와 딜로이트가 합작 연구를 통해 발

간한 '디지털의 미래 가치' 연속 간행물의 부록인 본 자료를 통해 COVID-19으로 인해 가

속화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팬데믹 상

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에 디지털이 미친 영향과 향후 금융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

의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디지털 전환의 촉매로 작용한 COVID-19

개요

금융산업본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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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COVID-19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의 도

입을 상당히 가속화 시켰으며, 인간 행동에 전에 없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새로운 업무 방식 도

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4개의 핵심 변화들은 

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나타냈다.

                    필수가 된 온라인, 모바일,  

콜센터 채널 도입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이동 제한 및 자택 대기명령으

로 인해 금융기관의 디지털 채널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수년의 기간을 거쳐 나타나야 변

화가 단 몇 개월, 혹은 몇 일만에 이루어졌다. 다른 국

가에 비해 디지털 도입이 대체로 뒤떨어졌던 미국에서

는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사용량이 역대급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증가세의 상당 부문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채널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장년층과 베이

비부머 세대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추세 리테일 뱅

킹 부문을 넘어 기관계로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골

드만삭스는 지난 몇 달간 기관계의 온라인 뱅킹 실사

용자가 2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2 또한, 은행과 보

험사의 지점이 문을 닫게 되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COVID-19에서 비롯된 재정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찾

으면서 콜센터를 통한 고객 접촉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디지털과 비접촉식 결제 수단의 도약

고객의 소비 행위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

고,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봉쇄 조치 하에서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커머스 체

계를 구축하면서 디지털 혹은 비접촉식 결제 수단의 도

입이 가속화되었다. 

전례 없는 변화를 초래한 COVID-19: 

핵심 사항 4가지 

1  Penny Crosman, “Digital banking is surging during the pandemic. Will it last?” American Banker, 27 April 2020, https://
www.  americanbanker.com/news/digital-banking-is-surging-during-the-pandemic-will-it-last

2  Lananh Nguyen, “Older Crowd Embraces Online Banking, Rewards Firms’ Digital Push,” Bloomberg, 31 May 2020, 
https://www.  bloombergquint.com/business/older-crowd-embraces-online-banking-rewards-firms-digital-push

3  Emily Bary, “Visa sees ‘massive’ digital acceleration with millions trying e-commerce for the first time,” MarketWatch, 
18 May  2020, https://www.marketwatch.com/story/visa-sees-massive-digital-acceleration-with-millions-trying-
e-commerce-for-the-  first-time-2020-05-13

5   Emily Bary, “Stripe extends huge funding round as coronavirus boosts online activity,” MarketWatch, 16 April 2020, 
https://  www.marketwatch.com/story/stripe-extends-huge-funding-round-as-coronavirus-boosts-online-
activity-2020-04-16

6   Allison Prang, “Mastercard’s Contactless Transactions Jump More Than 40% Amid Coronavirus Crisis,” Wall Street 
Journal, 29  April 2020, https://www.wsj.com/articles/mastercards-profit-falls-though-ceo-says-spending-is-
stabilizing-115881647915.

COVID-19으로 인해 5%의 

고객의 온라인 뱅킹 사용량이  

증가하였다.1

카드사 비자(visa)는 올해  

2분기 온라인에서 첫 구매를  

진행한 라틴 아메리카 내  

고객이 13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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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전자 지갑이나 탭하여 결제

(tap-to-pay)방식과 같이 위생을 강조한 결제 수

단이 등장하였으며, 미국에서 특히 이러한 비접촉 결

제 방식의 성장이 도드라졌다. 비자(Visa)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까지 12개월의 기간 중 비접촉 결제 방

식이 150% 성장하였으며, 이 수치는 이미 비접촉 결

제 방식이 상당수 도입된 국가들에 준한다고 전했다.7

                    하룻밤 사이 변해버린 인력구조 

및 업무 방식

재택근무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금융기관들의 업무 방

식이 거의 하룻밤 사이 원격 근무 체계로 전환되었다.5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은행은 각기 약 70%에 

달하는 150,000명 가량의 임직원들을 재택근무 체계

로 전환시켰고, 비상시에 대비한 지점 및 콜센터를 지정

하였다.8 스탠다드차타드는 2020년 5월부터 84,000

명에 달하는 임직원 대다수에 재택근무령을 시행하였

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VPN의 수용치를 600%까지 

끌어올렸다. 사무실을 벗어나기 힘든 증권사의 경우

에도 상당수가 원격 근무 체계로 전환하였다. TD은행

의 경우, 운용팀의 80%에 달하는 인력들이 재택근무

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다.10 게다가, 거

의 모든 경영 방식, 문화, 소통, 상호작용 체계가 디지털

화 되었다. 인터넷 망 연결이 종종 불안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디지털화 사례는 모두 성공적이며, 단 5일만

에 98%에 달하는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네이

션와이드 보험사(Nationwide Insurance)와 같이, 많

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변화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고자 하는 움직임에 주력하고 있다.11

                    기반이 되는 시장 구조와  

경제의 변화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금융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인 안

정성을 유지해왔지만, COVID-19으로 인해 업계의 

규모나 구조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각 

금융사는 마진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3월 처음으로 10년 미국 국채 수익성 1%

이하 하락, 소비심리 악화, 충당금 증가로 인해 이미 

결제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 또한 디

지털로 집중되면서 비주류 기업들이 수혜를 보았다. 페이

팔(Paypal)은 2020년 4월 전년 동기대비 결제 규모 성장

률이 20%에 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스트라이프(Stripe)

는 팬데믹이 심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 상승으

로 인해 600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유치하였다.5

7  Visa blog, “Merchants and consumers turn to tap to pay as part of new daily routines,” Visa, Apr 30, 2020. https://usa.
visa.com/  visa-everywhere/blog/bdp/2020/04/30/merchants-and-consumers-1588276426783.html

8   Richard Craver, “COVID-19 has corporations re-thinking working from home,” Winston-Salem Journal, 26 April 2020, 
https://  www.journalnow.com/business/covid-19-has-corporations-re-thinking-working-from-home/article_
c7b60a69-9ec5-524c-  ada4-ff26555d07bf.html

10  BornDigital, “TD Bank’s Digital Preparation for COVID-19,” BornDigital, 16 April 2020, https://www.borndigital.
com/2020/04/16/  td-banks-digital-preparation-for-covid-19

11  Lee Clifford, “Working from home during coronavirus is going so well that this Fortune 100 company is going to keep 
doing it—  permanently,” Fortune, 11 My 2020, https://fortune.com/2020/05/11/permanent-work-from-home-
coronavirus-nationwide-  fortune-100/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적으로  

비접촉 방식의 결제 비중의  

성장이 4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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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자마진의 압박을 받아오던 은행들의 저금리로 

인한 충격이 더욱 심화되었다.13 한편 보험사는 보험

료 수입 감소와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한 보험금 지

급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경제 불황이 앞으로 지속

될 기간과 심화될 정도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시장 축소로 인해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 경영 효율성과 효과성을 유지해야만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크기와 규모 및 고객의 일상에 침투 가능

(예: 팬데믹 상황에도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

공, 건강 관련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등)하다

는 이점을 활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이 배로 증가하며 경쟁 구도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사

와의 혐력 관계 협상 시 더 큰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 유

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에 존재하였거나 향후 시

장에 새로 진입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 매

수, 협력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3   Laura Noonen and Robert Armstrong, “Biggest Wall Street banks set aside $25bn for loan losses,” Financial Times, 15 
April  2020, https://www.ft.com/content/374de9f7-4746-4d3f-82e6-32fa749b9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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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전략적, 

재무적, 문화적으로 디지털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변

화를 탐지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잘 갖추어

져 있었음이 증명되었으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정의하였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 이라 

불리는 DBS은행의 CIO는  "COVID-19으로 기술과 

지난 10년간 기술적 부문의 현대화를 위해 DBS은행

이 진행한 투자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가 겪

은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임직원의 사고 방식을 변형하는 

것이었다." 라고 밝혔다.

역으로, 과거 디지털 전환의 시작조차 어려웠던 금융

기관들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기술 격차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빠른 대응을 취하였

다. 이를 두고 스탠다드 차타드 SV벤쳐 부문장 Alex 

Manson은 늘 공석으로 느껴졌던 변화 전문 관리 임원

을 COVID-19으로 찾은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

다.16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COVID-19으로 인해 디지

털의 미래 가치를 깨닫는 데 있어 장애물로 여겨져 왔

던 과거의 사고 방식을 제쳐두고 그간 감추어졌던 가능

성을 발굴하게 되었다. 두번째로 발간된 보고서인 디

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던 것과 같

이, 경영진 참여가 없다면 디지털 전환의 목표 추진은 

멈추게 된다. 하지만 COVID-19으로 인해 고객 접근 

및 영업 지속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의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한 은

행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추진한 3개의 중점 전

략 중 하나인 "고객에게 새로운 역량을 제시하라"는 목

표를 이미 달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디지털 전환은 리스크 회피 혹은 애자일 조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 때문에 다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했다. 그러나 이는 COVID-19으

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는데, 조직이 갖춘 혁신 가능성

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새로운 디지털 상품을 디

자인하고,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필요하다 여겨졌던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지역 은행은 

MVP 고객 대상 디지털 계좌 개설 신 솔루션 구축을 약 

2주 만에 달성하며 속도 및 애자일 조직성 측면에서 새

로운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는 과거에 약 6개월이 소요

되었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한 은행은 생

산 본부의 생산성(생산 시 입력되는 코드의 양 기준)

이 20%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

해 금융기관은 진화된 업무 방식 도입이 가능한 능력

을 갖추게 되었다.

금융업계 내 타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것은 금융기관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주요 어려움 중 하나였다(본 호

에서 앞서 소개된 '금융기관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굴하라: 

COVID-19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과거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

" COVID-19와 관련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것

과 같이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본 적

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핀테크의 속도로 움직

이고 있습니다. "15

- Santander 은행 플랫폼 전문 관리 임원, Alaz Kazi 

2020 Fall Edition

15  IIF, “Digital Finance Webinar Series: Post-COVID World: FinTech Landscape,” May 2020, https://www.iif.com/Events/
Meeting-  Home-Page?meetingid=%7B3D2701C7-8C89-EA11-80E2-000D3A0EE4ED%7D

16   IIF, “Digital Finance Webinar Series: The Post-COVID World: Technology Accelerants,” May 2020, https://www.iif.
com/Events/  RSVP-Event?meetingid=%7b5C4A251E-1584-EA11-80E7-000D3A0EE828%7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Digital 140

Deloitte Insights

9가지 주요 과제' 참고). 하지만, 역시 COVID-19으

로 인해 파트너십 협약에 대한 논의를 부추겼으며 금융

기관은 핀테크 및 금융업계 내 타 기관과 효율적인 협

업이 추진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모 보험사는 인슈어

테크 파트너와 협업하여 단 한달 만에 원격보험금청구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고객들에게 완전

히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

다. 이 회사는 디지털화를 억제하던 과거 관성을 모두 

극복하고, 전에 없던 속도로 보험의 디지털화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전환 목

표 추진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기 상

황에서 즉각적 대응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해결방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조치의 완

전한 효과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았다. 금융 기관들이 

불완전한 데이터나 제한된 거버넌스 하에서 급속도로 

목표를 추진한 것은 안전과 보안성에 어떤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인가? 게다가,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끝나

는 과정이 아닌데, 금융기관들은 위급 상황 이후에도 

기술 전략, 사고방식, 행동 방식의 영구적인 변화에 매

진할 것인가? 디지털 전환은 단순 위기 상황 대응 이상

으로, 금융기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

" 은행 매출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

데믹 이전 25%에서 COVID-19 이후 75%

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10년치의 변화가 

단 두달 만에 일어난 셈입니다."17

- PNC은행 CEO, Willian Demchak

17   Interview with William Demchak, “Closing Bell,” CNBC, 14 May 2020, https://www.youtube.com/
watch?v=G0SYXogm4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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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놓여있는 디지털 전환 상황과는 무관하

게, COVID-19은 근본적으로 판도를 전환시키고 있

다. 오늘 금융기관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제의 

방법과 다를 것이다. 고객 행동, 상품 및 서비스, 운영 

(고객 대면/비대면 모두 포함), 경영 모델, 외부 협력, 

업무 방식과 같이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COVID-19은 미래에도 지속될 다양한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디지털 채널이 "최소한의 필요사항"

으로 자리잡게 되며 금융기관은소비

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새로운 차별

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COVID-19으로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오

늘날 차별화 요소로 일컬어지던 디지털 계좌 개설, 즉

시 대출, 원격 보험금 청구와 같은 고객 서비스는 당연

한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 

유입 및 기존고객 유지를 위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완벽한 차별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비금융적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영역을 확장해

야 한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모범사례는 DBS 은행의 

Marketplace로, 고객들이 물품이나 자동차를 거래하

고, 여행을 예약하거나 심지어는 공과금 납부 방식의 

비교/변경이 가능한 플랫폼이다.18 이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모두가 활용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각각이 생

각하는 가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디지털 상호작용을 점차 개인화, 지능

화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가 다음 경

쟁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해 지려

면 알맞은 상품을 적시에 적정 채널에서 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한 이해는 더욱 심화되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비록 디지털과 셀프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손에 통제권을 직접 쥐어주었다 할지라도, 지점

이나 콜센터를 기반으로 한 인간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콜센터

는 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영업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향상된 기

능의 ATM만을 배치한 점포를 개설하거나, 특화된 자

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으로 기존 지점 형태를 벗

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의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마진 압박이 증가

미래에 대한 시사점:

뉴노멀에서 살아남기 

디지털 기반 은행은 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이 47%
로, 디지털의 중요도가 다

소 낮은 은행의 동 비율이 

73%인 것을 크게 하회 

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18 DBS Marketplace, Accessed 15 June 2020, https://www.dbs.com.sg/personal/marketplace/watch?v=G0SYXogm4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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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핵

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가 최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은행들이 아직 초기 발전 단계임을 감안한

다면, 이러한 차이점은 완전한 디지털화가 가져다 주

는 비용적 이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19

장기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 업계 전반에 걸친 

개선 및 디지털화(예: 공공 클라우드, AI)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이 기술적 한계를 공격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업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니며, 이러한 투자가 금융기관의 일반

적 투자 성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지라도(예: 3-5년 

후 성과가 나타나는 투자)완벽한 디지털화를 통해 구

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제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였

을 때 그들과의 경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치사슬의 주요 체계는 디지털화되

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효율성에 대한 초점 변화는 이전에는 다소 과감하게 여

겨질 정도의 비용 절감이 위기 상황에서 점차 증대되면

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자동화를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PI, 지능적 자동화, 클라우드, 로보 프로세

스 자동화(RPA)와 같은 기술들은 신규 직원 관리, 고

객관리, 자금세탁 방지부와 같은 사내 조직의 업무 흐

름 증대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인공지능 어

시스턴트를 활용해 대출 처리 업무 흐름을 개선하고 고

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의 위기상황 속 가치가 빛나기도 했다. 20

자택 대기 명령 및 필수 활동 이외 상점의 영업 중단 조

치가 내려지면서 수익 및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

고, 이로 인해 COVID-19은 개인 및 기업 고객의 재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업계 구조에 이렇게 엄

청난 충격이 가해지면서 기존의 신용 모형은 단기적인 

리스크 측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

며, 은행과 보험사 모두 모델링 역량을 디지털화하고 

확장하고 한편 핵심 인수 절차 시 활용할 대체 데이터

를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례로, PNC

은행은 영국 핀테크 기업 OakNorth와 접촉하여 사업 

대출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신용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21

금융기관들은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해야 하며,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관점 모두에서 상당한 결과를 가져

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원격 근무 체계와 미래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재 관리 및 기업 문화

의 재편이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원격 근무 모델을 도입

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 환경의 영향 및 대면 접촉과 비

용절감, 효율성 증대, 생산성 간의 상쇄 효과의 균형을 

19  Pentti Hakkarainen, “The first lesson from the pandemic: state-of-the-art technology is vital,” European Central  
Bank: The Supervision Blog, 8 May 2020,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press/blog/2020/html/ssm.  
blog200508~f6f8de4b66.en.html

20  Lananh Nguyen, “Bank of America’s AI Robot Learns 60,000 Ways to Talk About the Coronavirus,” Bloomberg, 8 June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08/bofa-s-ai-robot-learns-60-000-ways-to-talk-
about-the-coronavirus

21  Pavithra R, “OakNorth & PNC team up to deploy COVID Vulnerability Rating framework,” IBIS Intelligence, 5 June 2020, 
https://  ibsintelligence.com/ibs-journal/ibs-news/oaknorth-pnc-team-up-to-deploy-covid-vulnerability-rat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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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경영진은 가상 

현실에서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방

식을 찾아내고,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심

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집에서도 경영할 

수 있는"능력은 향후 10년간 경영진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Barclays의 CEO Jes Staley에 따르면, 사무 공간에 

대한 관념 또한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

무 공간은 과거의 전유물로 남게 될 것이며, 임직원들

이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주에 1-2회 정도 사무

실을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이

브리드 혹은 호텔링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22 게다가, 현재 시티그룹이 추진하는 것 

처럼, 기업들은 특히 내근 직원들을 도시 외곽의 지점

으로 재배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

상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와 준법 감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기업 부서에 걸쳐 수백, 수 천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재

택근무를 하게 되면 각 개인은 가상 환경의 협업이나 소

통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사이버 보안 문제가 중

요하게 떠오를 것이며, 각 기관은 개인 장비, 네트워크 

등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전략적으로 적정하

게 정비하는(혹은 새로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원격 근무 환경에서 거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과 추적 기능은 재구성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과거 규제기관은 금융기관에 다양한 수준의 재량권

을 주었으며, 심지어 모니터링 개선 및 과거 절차를 재

확인 하는 것을 은행의 의무로 삼기도 했다. 영국 금융

행위관리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여전히 거래와 관련된 전화 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야 한

다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항상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24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는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과거 10년간의 변화에 기반

하여 다시금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

래를 생각하였을 때, 준법 감시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감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규제기관에 접촉하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해야 한다. 각 

국가의 규제 번화 및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고객 신뢰 

수준에 따라 결과는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제 3의 경쟁사에서 비

롯된 리스크는 산업 생태계 변화 및 

오픈 뱅킹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며,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리스크 관

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점차 디지털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핀

테크와 빅테크는 갈수록 고객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산업 간 협력, 파트너십, 활

용 모델(예: 은행의 서비스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은 새롭게 등장한 

제 3의 경쟁사에서 비롯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개방

은 시스템과 연관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핀테

크를 비롯한 파트너사 탐색 시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균

형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화 및 연결성의 개선은 오픈 뱅

킹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22  Martin Braun and David Westin, “Connecticut Governor Says Days of Commuting to NYC May End,” Bloomberg, 
12  May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13/connecticut-governor-says-days-of-
commuting-to-  nyc-may-be-over?cmpid=BBD051320_BIZ&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
term=200513&utm_  campaign=bloombergdaily

24  Financial Times, “How coronavirus turned the business of trading at banks on its head”, Financial Times, 20 May 2020, 
https://  www.ft.com/content/8066154d-83c4-49a6-97d4-4c3c65684136framework/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Digital 144

Deloitte Insights

이며, 규제기관은 데이터 공유나 주요 정책에 대해 명

확하고 통찰력 있는 지침을 제시하여 새롭게 등장한 산

업 생태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

점을 맞춰야 한다. 

" 기술 기업들이 지불 관련 시스템 업계에 발

을 들이면서, 금융 서비스 기업의 기술 도입

은 더욱 극대화 되었습니다. 두 업계 간 경계

가 불투명해졌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

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하

고,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는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

니다."25

- FirstBank의 CRO(Chief Risk Officer),  
Jaco Grobler

25   Jaco Grobler, “Here Comes a Big Paradigm Shif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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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주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COVID-19 이후 금융업계의 형태에 대한 윤곽이 다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향후 6-12개월 간, 개인 및 기업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책임감 있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일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상황

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

한 대처를 취하는 한편,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것을 최

우선시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은 신뢰나 충성심(이와 더불어 개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의지)의 증감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마냥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

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하거

나 새로운 업무의 방식 도입에 실패하는 금융기관은 뒤

쳐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뉴노멀에 대비하여 금융기

관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날 취해

야 할 3개 부문에서의 10가지 "주요 활동"을 아래와 같

이 소개한다. 

고객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심화된 수준의 개인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관계 확립

고객

콜센터 부문의 전략을 재정비하고 상담원들이 보다 과거 지점에서 이루어졌던 복잡한 서비스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포착(업무 절차 디지털화 등) 및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부문에 투자

지능 자동화 및 대체 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리스크 모델링 과정에 적용하여 효율성 및 효과 개선 

전략 리스크 재정비 및 데이터 공유, 산업 생태계 내 협력, 오픈 뱅킹의 안전한 발전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COVID-19이 초래한 업무 방식의 영구적 변화에서 비롯된 기업 문화 변화 수용 

(예: 디지털 집중, 애자일 조직, 시장 접근성 증대, 혁신적 사고 방식 등)

사무실 근무/ 재택근무 부문, 업무,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임직원 및 근무 환경 전략 평가 수행 및 

원격 근무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 정립 

인재 전략의 재구성 및 새로운 영업 모델 기회의 자산화  

비접촉 방식, 디지털 결제 방식, 탭하여 결제(tap-to-pay)혹은 안면 인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향상된 수준의 부분/완전 비대면 경험 제공

보다 더 향상된 디지털 미래에 대비하여 유통 체계의 최적화, 연결, 확장 추구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라: 

후회 없는 선택이 필요하다 

기업 고객, 
주주, 이해관계자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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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은 급변하는 고객 

및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모형을 재구

성하고, 업무 방식을 재정비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위기 

상황이 물러났을 때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위기로 인

해 발생한 문화 및 행태적 변화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자리를 잡아가는 뉴노멀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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