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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의해 국제 경제상

황이 기존과 달리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COVID-19 상황도 예상과 달리 쉽게 종식되지 않고 여파가 계

속해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새로운 사업

이 등장하고 고객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어서 웬만한 상품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쉽지 않습니

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21년이 모든 한국 금융회사에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

는 Top 5 주제와 이에 따른 10개 경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 합니다.

2021년 한국 금융산업이 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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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리는 과거 2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

니다. 2000년대 초반 10% 중/후반에 달하던 금리는 

현재 1% 수준 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는 이제 

뉴노멀(New Normal)로 인정해야 합니다. 급격한 금

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나 경영 활동을 전개한

다면 큰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계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하더

라도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며, 4차 산업

에 대한 신성장동력이 대부분 확인 된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 회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특

히 부동산 담보 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기조가 나타

난다 하더라도 기준 금리를 상승 조정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금융회사는 과거처럼 이

른바 예대마진이라 일컬어지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의 차이에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

한 서비스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금융사들은 파생상품 이나 펀드를 위탁 판매

하고 높은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상품 및 펀드 등에서 사기, 불법, 거

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와 같

이 금융권이 겪게 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강화할수록 감독당국 

또는 고객과의 갈등도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금융은 

공공 서비스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 당국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금융분야 

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수료를 시장 논리에 의해 책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마주한 

경영과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 Smart 고객의 확대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01. New Normal로 고착화되는 저금리 기조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수익 모델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정보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금융사는 많은 

데이터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대수 

의 법칙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상품 가격(예: 금리 또

는 보험료)을 책정합니다. 이는 기간과 개인 간 정보의 

격차를 이용한 사업모델 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고객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

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금융사 대비 뒤쳐져 있다

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스스로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다

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및 분석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심지어 다양한 금융상

품을 결합하여 본인에 맞는 투자와 위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

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보 격차에 

의존한 사업 모델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니즈를 한발이

라도 먼저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고

객들의 니즈를 보다 구체적이고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영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영은 마케팅 및 상품개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률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든 금융사들이 빅데

이터를 활용한 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대형 

금융기관에게는 자체적인 데이터만으로도 고객의 수 

요를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다만, 중소형 금융

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격

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예상됩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과제가 예상됩니다.

신사업을 위한 M&A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의 신용등급 별로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 하기 위

한 펀드, 보험, 증권 판매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원가 분석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서비스 별로 이행되어야 할 자원의 원가를 계산하고 정확한 기준에 의한 서비스 원가가 산정 되어

야 적정한 마진을 책정하고 미래의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고

객과 감독 당국 대응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는 서비스 원가 분석을 더욱 고도화 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대형금융사의 디지털 경영 강화

현재 마케팅과 상품개발 측면에서 이루어 진 디지털 경영환경을 리스크 및 경영계획 측면에서 확대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세분화 된 고객데이터와 경영분석 목적 데이터를 연계하여 세부적인 경

영관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분석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금융사와의 플랫폼 사업 제휴 확대

중소 금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을 통해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과제

경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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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A 및 자본확충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외자계 보험사

들이 이미 국내 보험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매각 되었으나 앞으로도 상당수의 보험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2023년 이전에 이러

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의 급격한 산업 재편(구조조

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

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여신관리 강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1990년대 IMF사태 이후 10년 

주기로 재편되어 왔습니다. 1차 은행, 2차 카드, 3차 

저축은행으로 거의 10년 마다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실물경제 증가 폭 대비 신용이 뒷받

침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신용 확

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금융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부실로 은행의 구조조정이 촉발되었고, 이후 

소비를 진작 시키기 위한 카드사의 공격적인 영업은 다

시 10년 뒤 카드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뒤

이어 저축은행들도 역시 부실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벗

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융

기관의 신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

금융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원가절감과 신성

장 동력은 오랜기간 동안 중요한 경영 과제였습니다. 

점포를 줄이고 판매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COVID-19 이전부터 수행되

어왔습니다. COVID-19로 이러한 경영 효율화 작업은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적

지 않게 배출됩니다. 금융기관은 국민 일자리 창출 및 

유지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

영 효율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시작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은 금융 산업의 대형화를 촉발하고 있습

니다.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

나가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금융

사의 경쟁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중소 금융사들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입니다. 

금융산업 고객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 속에서 산업별로 명암이 갈렸고, 

대기업들의 타격은 크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하고 있

으나, 금융회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발

생하는 위험을 100% 정부당국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재무 건전성 확보와 정부 정책 협조 사

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손에 꼽는 공통된 특징은 일

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신규기업 및 기술 기반이 튼튼한 중

소기업에 대한 육성이 중요한 실행 전략으로 부각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신규 기업과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의 금융 정책이 지속적

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경

제 전체를 축구로 비유한다면, 실물 경제는 공격수, 금

융은 수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

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Total Soccer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금융이 수비에서 벗어나 공격

수로 나서 실물 경제에 포진한 공격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정책 당국은 금융 산업이 전형

적인 담보와 재무상태 위주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사가 수행할 경영과제는 다

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만, 앞으로 실물 경제의 증가가 현재 금융사의 개인

신용 확대 규모를 따라 잡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또 다

시 구조조정의 수순을 따를 수 있습니다.

4차 금융산업 재편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분야는 바

로 보험업으로, IMF 이후 은행, 카드, 저축은행과 달리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재 한국 보험시장(약 50여개의 보험사 존재)은 포화상

태에 이르렀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경영 부담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보험사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과

제가 예상됩니다.

03. 10년 주기의 금융산업 재편 04. 양극화 문제 및 정부정책을 고려한 경영기조 유지

경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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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

담보물, 재무실적 기반의 전통적인 투자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산업 분석 전문가 양성 

또는 외부 제휴 중심의 투자 사업 모형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 포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경우, 기술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외부 제휴 모델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

러한 동반 성장 또한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보험사의 IFRS17 시행 사전점검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준비

대형 보험사는 올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IFRS17 적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갑작

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 당국과 소통하는 것은 

기업의 책무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IFRS17를 적용한 금액이 외부감사를 받

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시작할 것입니다. 나아가 IFRS17 하에서 경

영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하

여 IFRS17과 동시에 진행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관리 등을 고도

화하고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며 신뢰도 높은 감독목적의 보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할 것입니다.

ESG 투자 대응

아직은 ESG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무제표 공시 규정 및 통일된 기준 하에서 비교가 가능한 금액이 

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SG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은

행,카드,증권 별로 업계 전반 중심(예: 협회 차원의 추진)의 기본안을 형성해 나가면서 외부 움직임

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구분

COVID-19로 취약해진 산업(항공, 관광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지만, 산업 또

는 기업에 대한 부실이 원래 고유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COVID-19로 인한 일시적인 위

험인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목적의 대출이 확대될수록 과거부터 보유해온 

채권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요인을 COVID-19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채

권 부실의 리스크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출 

확대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

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이 향후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해 금융

기관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등 금융기관의 투자처

가 점차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이 점점 치열

해지면서 기존 금융상품의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써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투자처의 확

대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추세입

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독기준은 

금융상품기준은 2018년도부터 적용 중이고 보험 기

준은 2023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한국의 보험사들

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결산을 통해서 재무적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예

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이 경

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존재하는 상

황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회계기준에 기반한 공시가 

시행되면 경영진이 공시 내용을 근거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합니다. 한편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자본 

규제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도 IFRS17 도입시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환경적 측면은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금융산업은 이를 수반하는 다양한 경영 과제를 마주하

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와 당면 

과제에 얼마나 선제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점점 확대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공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속속 발표하여 왔습니다. 은

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비율(BASEL 모형)과 보험사

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비율(Solvency 모형)은 모든 

리스크를 반영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

쳐 왔습니다.

회계기준도 이에 맞추어 재정비되었습니다. 리스 기

준, 보험 기준,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기준 등의 주

요 내용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업이 부담할 모든 리

스크를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도 영향력이 큰 것은 금융상품기준(IFRS9)와 보험기

준(IFRS17) 입니다.

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조, 건설, 에너지를 위주로 자발

적인 ESG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지

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금

융기관이 앞장서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

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

은 경영과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는지의 여부는 한국의 모든 금융사들에 있어 앞으로의 

10년을 판가름하게 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

에서 2021년 올 한해는 이 모든 변화가 수반하는 불확

실성에 맞서기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어

야 할 것 입니다.

05.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강화 조치 및 사회적 책임 강조

경영과제

경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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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지난 수년간 보험업계의 화두는 단연 IFRS17 도입 및 시행 대응 방안 수립이라 

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 공시 기준의 일대 변

혁으로 간주되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는 이제 다시 건전성 감독 기준의 혁신이라

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기반으로 한 자본관리의 중

요성이 그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新지급여력제도

(K-ICS)의 개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 적정성 관리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관

리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프레임워크의 개요 및 활

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함현중 수석위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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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개요

新지급여력제도(K-ICS)란?

기존의 보험사 지급여력 감독 기준인 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전면 개편

한 새로운 건전성 감독 제도 

유럽에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Solvency II와 유

사한 지급여력감독제도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에서 제정한 보험사 대상 자

특기할 점은 리스크(요구자본)의 산출에 기존과 달

리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표

준모형'과 '내부모형'은 각 개별 리스크 규모를 산출할 

때 계수 및 표준 시나리오(금감원 제공)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도출한 시나리오를 사용하

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각 보험사는 각자의 사정과 

목적에 맞춰 표준(Standard), 내부(Internal), 부분 

내부(Partial internal) 모형 중에 선택 가능하지만, 내

부모형을 선택할 경우 모형의 유효성에 대해 반드시 감

독 당국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지급여력 비율 공시에 사

용할 수 있다.

지급여력은 단순히 위험이 실제 손실로 연결될 때 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리스크 산출 방식의 정교

화를 통해 보다 면밀한 자본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지급여력 측정 체계가 新지급여력제도(K-ICS)이

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가용자본의 산출과 요

구자본의 산출 방식 모두 기존의 RBC 방식과는 큰 차

본건전성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자기자본 규제 기준이다. 여기

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기

존의 RBC 제도가 '리스크 기반의 자기자본 적정성 측

정'이라는 기본 개념 측면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리스크의 측정 방식

과 지급여력의 산출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단순한 리스크 '측정 방

식의 변화'가 아닌 '측정 개념의 근본적 변화'라는 점

이다.

RBC의 경우 리스크의 측정에 '계수 방식'을 채택하

고 있어 그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등 각 리스크의 유형 별 위험 노

출량(Risk Exposure)에 미리 정해 놓은 '리스크 계수'

를 곱하여 익스포져 대비 손실 위험량을 계산하는 방식

(그림 1. 참조)이다. 이는 계산이 간편하며 통일된 계수

를 적용하므로 일관성 및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하겠으나, 각 보험회사의 영업 및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 특성 등에 따른 개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

렵다는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험사의 회복 탄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전

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시 목적 이상의 효용성'을 갖

게 된다. 부연하자면, RBC 기준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 이라는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공시하는 수준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사업 계획 및 환경에 기

초한 리스크 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통한 리스크 수익 최

적화(Balancing) 실현이라는 경영관리 도구로 활용 

가능 하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처럼 지급여력 비율을 활용한 

리스크 기반 경영 관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보인다. 우선 가용자본의 경우 시가로 평가된 자

산과 부채의 차이(순자산)로 산출하고 요구자본은 시

나리오 방식과 계수 방식이 혼용된 산출 방식을 제시 

(그림 2. 참조)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RBC 비율 산출 방식 개념도

新지급여력 비율 산출 방식 개념도

RBC 비율 = 지급여력금액 ⓐ / 지급여력기준금액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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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과 성장의 상관 관계

최근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과 관련된 미디어 보

도 자료들을 살펴보면 '저성장'과 '리스크 관리 강화'

가 키워드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저성장 추세로 2020년 보험

산업은 '제로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수익성 악화, 자본비용 상승 등으로 보험산업

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  

파이낸셜뉴스, 2019.10.08

"IFRS17 자체로 보험사에 압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함께 도입되는 K-ICS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

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국의 시정조

치를 받게 돼 즉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2  연합뉴스, 2019.05.19

'보험산업의 저성장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COVID-19) 여파로 내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

료(퇴직연금 제외)가 1.7%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생명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

이라는 전망이다." 3   뉴시스, 2020.10.16

리스크 기반 경영 관리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란 회사의 전략적 목표 수립, 수행,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리스크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관리

되는 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전략 체계는 회사의 미션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영전략을 실행하고 사업계획을 조정

(adjustments)하는 형태의 흐름을 갖는다.

회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미션에 의해 비전이 제시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된다. 전략은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별 과제 설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실행(execution)에 옮겨진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경영 전략 흐름과 달리,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체계 하에서는 회사의 전략 수립 단계에서 보상 

체계까지 경영 전략의 모든 실행 단위에서 리스크의 측정과 활용이 수반된다.

여기에는 또한 '피드백 & 보상(feedback & reward)'과 '전략 조정' 기능 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스크의 측정과 활용, '피드백 & 보상'과 '전략 조정'이 수반되는 리스크 기반 경영 전략 프레임워크는 

자본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과포화 상태인 보험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저성장'의 극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

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장'과 '리스크' 

라는 두 가지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같은 방향

으로 증감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는 둘 사이에 최적의 접점(Optimal balancing)을 찾

아야 하는 난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무위험 무수익(no risk, 

no return)으로 정의되는 이 둘의 상관 관계를 여하히 

풀어내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장기 저금리 추세에 COVID-19이라는 글로벌 

팬더믹까지 덮친 경제 환경에서 답보 상태의 성장세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애타게 찾는 보험사들에

게 새로운 지급여력 비율 산출 제도인 K-ICS(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또 다른 차원의 고

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수익성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

는 일정 수준의 위험 부담이 필수적 요소이지만 '적정 

수준 지급여력 비율 유지'라는 감독 당국의 규제는 보

험사들의 성장을 위한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는 선결 조건이다.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는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

한 도구로써, 성장과 리스크 사이의 최적 접점을 찾아 

경영관리 전반에 녹여내는 기법과 절차들을 통칭한다.

그림 3

그림 4

일반적인 경영전략 프레임워크

리스크 기반 경영전략 프레임워크

전략목표 과제설정 사업계획

조정

실행

비전

미션
전략

식별

전략목표 과제설정

평가

전략 & 리스크관리 합치

전략조정

피드백 
& 

보상

계량화

사업계획

조정

실행

비전

미션

전략

리스크 자본 측정 모니터링

1

3

2

1  파이낸셜뉴스, 19.10.08 "2020년 보험산업 '제로 성장' 전망…수익성 악화·자본비용 상승 영향"

2  연합뉴스, 19.05.19 "수익성 악화에 건전성 부담까지…보험업계 '한숨'"

3 뉴시스, 20.10.16 "내년 보험산업 1.7% 성장...생명보험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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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리스크 관리 합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경영전략에 녹여내기 위해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합치(alignment)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공하는 각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Step 01. 사전준비 단계

리스크 관리 부서는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단계에서 경기 변동 

방향성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지원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험성향(Risk 

Appetite)4 이 설정된다

Step 02. 경영 지표 설정 및 세부 사업 계획 조정 단계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지급여력, 즉 자본적정성에 관한 중요 정

보를 산출한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회사의 자본 적정성 유지가 가

능한 선에서 기획되어야 하고, 이는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핵심

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경영계획에 기반한 자산 및 부채 운용 전략에도 리스크 정

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계획에 포함된 자산 부채가 적

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지, 부담하는 리스크는 적정한 수준인

지에 대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어 회사의 최적 포트폴리오 수립에 

활용되게 된다.

Step 03. 계획 확정 및 실행

지표 설정 및 세부 사업 계획 조정 단계를 거쳐 경영 계획이 확정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해당 경영 계획에 기초한 자본 적정성이 최

종적으로 산출된다. 산출된 자본 적정성은 사업 계획의 실행에서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며 필요 시 사업 조정, 자본 

확충에 관한 의사결정에 핵심 정보로 제공된다.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프레임워크

전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체계 하에

서는 경영 전략의 모든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 기법이 반영된다. 

하기와 같이 세가지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략 & 리스크 관리 합치 

피드백 & 보상 

전략 조정 

그림 5

사업계획 프로세스와 리스크 관리 부서의 역할

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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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자본 적정성)

정보 제공

리스크 고려한 수익성 분석

전략적
자산배분,

신상품 전략

사업계획 기반

지급여력 비율 점검

실행 모니터링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
한 리스크 정보 제공

포트폴리오 별 자본배분 및
한도설정

자금조달/
운용계획

이익 및 수익성 계획

사업계획
확정 실행

운용목표 B/S,
P/L 확정

[포트폴리오 계획 조정]

주요 경영 지표 설정
중장기 전략, 실적,
경영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경영지표 설정

당사/경쟁사
실적

향후 경기 예측

3) 계획 확정 및 실행2) 경영 지표 설정 및 세부 사업 계획 조정

2. 피드백&보상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체계에서 리스크 관리 기능은 

사업계획의 실행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상 

기준을 제공한다. 단순히 사업계획의 국소적 조정이 아

닌 경영 전략 전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고, 리스크에 

기반한 보다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리스크 관점에서의 성과 분석은 RAPM(Risk Ad- 

justed Performance Measure, 위험 조정 성과 평 

가)으로 불리우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RAPM이란 조직 별로 실현된 성과를 그 실현과정에

서 부담해야 했던 위험을 감안하여 평가함으로써, 위

험-수익 상반 관계(risk-return trade-off) 활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측정 방안을 지칭한다.

그림 6

위험조정 성과평가

자본금

어느 조직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기대되는가?

위험조성 성과평가(RAPM)

조직

수익 창출 120 100 115

리스크 부담 15 12 10

RAPM

※리스크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  C조직이 가장 효율적

120/15=8.0 100/15=6.7 115/10=11.5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담한 리스크의 총량은?

리스크 대비 수익의 효율성이 좋은 조직은?

A

A

B

B

C

C

1

2

3

4  위험성향이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 수준으로 위험을 부담할 부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기준을 말 
 한다. 지급여력 비율(RBC, BIS, NCR), 또는 RAROC, EaR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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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A, B, C 세 개의 조직(또는 상

품, 혹은 직원)이 있고, 각 조직이 사업 계획의 실행에 따

라 창출한 성과가 각각 120, 100, 115라고 하면 일견 A 

조직의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RAPM 관점에서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수익 창출에 부담한 자본량(예: 리스크 자본)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결과가 각각 15, 

12, 10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대한 수익성을 계산하면,

A는 8(=120/15), B는 6.7(=100/15), C는 11.5 

(=115/10) 로 분석되어 C의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게 된다. 

이렇듯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에서는 성과에 대한 

측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 '부담한 위험의 크기에 비

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창출하였는가?'라는, 보다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3. 전략 조정 기능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는 '사업계획의 조정'을 넘어 '경

영 전략 자체에 대한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경영전략에 

리스크 관리 기능이 내재화(embedded)되면 사업 계

획의 수립 과정이 보다 신중(prudent)해지고, 사업 실

행의 속도(pace)가 조절된다. '수익과 리스크의 균형점'

이 경영 전략의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이사회 경

영진을 비롯해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지향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풀어 말하면, top-down 방식으로 

수립된 경영 전략이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립 단계에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실적이 

함께 고려되고 그 실행 결과에 따라 능동적인 전략 조정 

(예: 위험성향의 재조정 등)이 일어나는 형태로 전환된

다는 것이다.

자본적정성 모니터링

지금까지 살펴본 리스크 중심 경영관리 체계의 핵심

은 지급여력에 기반한 자본적정성 모니터링 기능으로 

함축될 수 있다. 자본적정성은 회사의 가용 자본이 현재 

부담하고 리스크의 총량 대비 충분한 수준(가용자본 > 

리스크 총량)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용자본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총 리스크 수준을 

말하고, 리스크 자본은 회사의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금

액 규모로 산출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의 총합을 

말한다. 리스크 자본의 총량은 리스크 총량에 일정 수

준의 여유자본을 더해 산출하는데, 여유자본은 특정 부

문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고자 설정하는 여유분(buffer)

을 가리킨다. 여기서 리스크 총량과 여유자본의 총합

을 tolerance라고 하는데, 손실이 이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구간 ①) 사전에 설정한 리스크 부담 수준 (risk 

appetite)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므로 리스크 부담 수

준을 재설정(=경영전략) 하거나 사업 계획에 대한 조

정(adjustment)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예상되는 손실의 규모가 가용자본의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구간 ②) 자본 확충 계획 수립 등 경영

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자본량은 전략의 수립에서 실행, 완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상

한 및 하한선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림 7

가용자본 vs 리스크 자본

임계치

여유자본

가용 자본 리스크 자본

리스크 
총량

한도

2

1

또한, 적정성 수준별로 단계를 설정(예: 적정, 요주

의, 위기 등)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 액션 플랜과 비상 

대책(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액션 플랜에는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할 것

이며 상황의 단계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예: 주의, 경

계, 위기 등) 모니터링 지표 및 리스크 량의 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 구분 등이 포함된다.

비상 대책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인 대

응 체계를 담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자본 조달계획 수립, 자본 증액 및 비상 자금 조달

(credit line 가동)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리스크에서 보상으로, 
Risk Intelligent Company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은 회피, 전가, 축소, 활용으

로 나뉜다.

'회피'는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위험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다. 이는 리스

크를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전가'는 나의 리스크를 남에게 넘기는 것으로 '회피'

와 유사한 방식의 리스크 대응 전략이다. 여기에는 당연

히도 전가에 대한 대가(비용)가 발생하게 된다.

'축소'는 사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리스크를 통

제하고 억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앞의 두 방식에 비

하여 능동적인 관리 방법이다.

마지막 단계인 '활용'은 주어진 리스크를 수익 창출

의 기반으로 삼는 진일보한 리스크 대응 방안이다. 노

출된 리스크의 유형과 그 크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

리 가능한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수익성 창출에 적극 활

용하는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회사를 

이른바 Risk Intelligent Company라 한다.

적정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의 유지가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의 핵

심 개념이라고 봤을 때,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는 Risk 

그림 8

자본적정성 모니터링 기준 설정

170%

자본적정성

*리스크 규모가 가용자본을 초과하는 상태, 즉 자본비율 100% 미만

Time

140%

100%

적정관리범위

자본 적정성 훼손*

상한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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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리스크 대응 방법별 리스크 보상 수준

Intelligent Company의 필요충분 조건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는 

보험사들에게 '저성장'의 극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라

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 내 도입 예정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을 감안하면 보험사에게 있어 리스크 기반 경영관

리 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IFRS17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재무 상태를 보다 객관

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리스크 기반 경영관

리 체계에 기반한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대응

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한정하여 볼 때, 보험산업은 은

행업에 비하여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 체계에 대한 관심

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은행권의 경우 외환위기 

사태 이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리스크관리 특히 BIS 비

율로 대표되는 자기자본 규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

되어 오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계산 

방식의 RBC 비율이 현재까지 자본적정성 규제 비율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유럽의 글로벌 선진 보험

사들은 이미 Solvency II라는 강력한 지급여력 비율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년(혹은 10여 년) 간 관리 프

로세스 및 도구를 활용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는

바 이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을 목전에 둔 

우리 보험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에게 있어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 체계의 확립

은 단순히 지급여력 규제 비율을 맞추는 수준, 또는 보

유 리스크를 축소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Risk에

서 Reward를 볼 수 있는 'Risk Intelligent insurance 

Company'로 거듭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높음

낮음 높음 리스크

회피

전가

축소

활용

R
is

k 
R

ew
ar

d

Risk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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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이대희 수석의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요 메시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보험사 新회계제도(IFRS17 및 IFRS9) 와 더

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2023년 예정됨에 따라, 보험사의 손익 변

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손익 및 자본 변동성 급증에 대

비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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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주요 영향

보험사는 IFRS9(금융상품 기준서)와 IFRS17(보험

부채 기준서)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3년 

도입이 확정되었다. 현행 보험부채의 평가가 원가법에

서 시가평가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및 내재가

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회계제도 관점에서 부채평가의 시가평가 도입으로 

실질리스크인 이자율 변동과 최저보증 등이 재무제표

에 반영되고, 감독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실질 리스크로 

인한 리스크량 증가와 가용자본 축소가 규제 비율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험사는 IFRS17과 新지급

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각각 손익/자본변동성 위

험과 규제 비율 미달 위험에 노출된다. 

그림 1

회계 제도 및 감독 규제 변경 전 후

현행

자산, 부채 평가기준 상이

: 자산-시가법, 부채-원가법

보증비용 등은 별도 산출하지 않음

회계
제도

감독
규제

자산부채 평가는 일반회계 기준과 

동일(자산-시가법, 부채-원가법)

관리대상 리스크 : 5종

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영

신뢰수준 : 99%

- 100년에 한번 발생할 수준의 

리스크

자산, 부채 평가기준 통일 : 시가법

보증비용 등을 명시적으로 산출, 반영 

'가치' 정보의 대외 공시

자산, 부채 평가기준 : 시가법

(IFRS17과 동일 기준 적용)

관리대상 리스크 세분화&확대

신뢰수준 강화: 99.5%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준의 리

스크

실질적 '리스크'관리

변경 後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IFRS4

지급여력제도(RBC)

IFRS17

新지급여력제도(K-ICS)

기업가치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손익 변동

아래의 그림 2는 FY18 2분기부터 FY19 2분기까지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평균적인 금리리스크를 반영, 국고채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을 추정하였다. 국고채 금리의 하락은 잉여 자본의 감소(즉, 보험부채의 증가)를 초래한 상황

으로, 이러한 금리 하락 및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

부채 시가평가는 현금흐름을 100년까지 추정하여 시

장이자율과 보험부채의 유동성을 고려한 보험부채 할

인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 평균 자산의 듀레

이션이 5~8년인 반면, 부채의 듀레이션은 10년 이상

인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부채의 듀

레이션 갭 차이로 보험사는 작은 금리 변화에도 엄청난 

손익변동성에 노출된다. 

그림 3은 FY19 2분기 기준, 자산규모 100조 원의 

보험사를 가정하여 전기 대비 23bp 하락에 따른 실질

(잉여)자본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충분히 

변동 가능한 23bp의 하락은 자본을 약 1.91조 정도로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이자율이 1% 초반으로 진입할 

경우 국내 보험사 특히 생명 보험사의 대다수는 자본잠

식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2

국고채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변동(FY18 ~ FY19)
1

2.70%

2.50%

2.30%

2.10%

1.90%

1.70%

1.50%

1.30%
FY15 4분기

2.18%

LAT 잉여금(조 원) 국고채 3Y(%) 국고채 20Y(%)

2.16%

2.45%

2.13%

1.98%

1.82%

1.47%

1.63%

FY16 4분기 FY17 4분기 FY18 4분기 FY19 2분기

1.00

-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3.31 3.23

8.40

1.99

1  자산 100조원 가정, 보험부채에 매칭된 운용자산으로 가용자본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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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자본 변동(FY19 2분기)2

FY19  1분기 FY19  2분기

보험부채

자산
0.81조 원  

증가

자산·부채(LAT 현금흐름 기준) 공정가치

실질(잉여) 자본

2.72조 원 
증가

7.00

(조 원)

6.00

5.00

4.00

3.00

2.00

1.00

FY 19  1분기

2.03

0.12

1.91조 원 
감소

FY 19  2분기

(조 원)

유럽 보험사의 손익변동성관리 대응

2012년 유럽보험사가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제도인 

솔벤시 II(Solvency II)를 도입할 때, 한국 상황과 마찬

가지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고, 도입 전 장기금리

가 100bp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다. 2009년 이후 장

기금리(이자율 스왑, 10y)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단기

물인 3개월물은 장기금리와는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 

중이었다. 

그림 5는 유럽 ING생명의 솔벤시 도입 전 자본변동

성 추이를 나타낸다. 솔벤시 도입 전 장기금리가 100bp 

이상 급락하는 시기에 한국 보험사와는 달리 자본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2011년도에 자본총계가 상승한 

것은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확인되

었고 이를 제외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그림 5

솔벤시 II(Solvency II) 도입 전 유로 금리 장단기 이자율 추이
3

ING 생명의 자본 총계 추이(2009년~2011년)4 

장·단기 이자율 추이

ING 생명의 AFR 자본총계 추이

25

(십억 유로)

19

16.0

18.6
20.3

17.3

23.5

20

15

10

5

0 
2009년 2010년 2011년

AFR

자본총계

4.00 3.599

3.291

2.379

1.356

1.006

0.7

2009

EURIBOR 3m

EURO IRS 10y 

2010 2011

3.50

3.00

2.50

2.00

1.50

1.00

0.50

2 자산 100조 기준, 자산 듀레이션 약 8년, 부채 듀레이션 약 15년 가정

3 Solvency II는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치(MV) 계산 시, 시장과 일관성을 가진 무위험이자율, 즉 스왑금리를 사용

4 ING Insurance Annual Report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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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G 생명의 스트레스 테스트

ING 생명의 (AFR) 금리 민감도 추이
(십억 유로)

5.00

4.00

3.00

2.00

1.00

-

(1.00)

(2.00)

(3.00)

(4.00)

(5.00)
2009년

이자율 상승 이자율 하락

2010년 2011년

AFR 민감도(AFR sensitivities)란 
적당한(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 가능
한 순자산 가치(시장 가치 기준)의 잠재적인 감소량을 의미

이자율 민감도를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10년 만기 스왑 금리의 30% 상승, 또는 하락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이자율 상승
이자율 하락
자본
FX
내재 변동성
신용 스프레드
부동산 자산

AFR
2011
746

-1,601
-823
-972
-432
-180
-790(0.63)

0.60 0.75

(1.60)

(0.29)

(1.46)

또한 유럽 ING생명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또

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AFR, 즉 순자산가치의 변

화는 전체 AFR의 10% 미만으로 발생하도록 관리하였

다.(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8% 미만)

ING생명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의 선진 보험사들은 시 

장 급변동에도 자본을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채기

반 자산운용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을 통해 자본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였기 때문이다. 

부채 기반 투자 전략은 보험부채 포트폴리오의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포

트폴리오 비중과 리스크만 고려하지 않고, 금리 역마진

을 해소하기 위한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투

자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전사 포트폴리오의 최

적화를 이루는 전략을 의미한다. 

먼저 부채 기반 투자 전략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2000년대 장기 경기 침체로 주가 하락

과 금리 하락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기존 확정 금

리형의 보험상품 등이 자산운용 면에서 부채의 중

요 요소로 부각

규제 및 회계 기준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IFRS 도입으로 부채 가치를 시가평가로 해야 하는 

보험사의 경우 부채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 

손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

이에 따라 선진 유럽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부채와 

연계된 최적 자산 배분안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부채 기반 투자 전략은  자산의 일부는 리스크  관리

를 위해 배분되고 다른 일부는 높은 수익 달성을 위해 

배분되는 것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면역화 투자 전

략(듀레이션 매칭)과 액티브 투자 전략의 2가지 전략 

결합이다. 

그리고 각 비중은 사업운영전략, 회계적 손익 변동

성, 규제에 따른 자본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

다. 

그림 7

부채 기반 투자 전략

부채 기반 투자전략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주식 이외의 광범위한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제약조건 적음

분산투자를 위한 투자 대상 목록
- 사모펀드(Private Fund)
- 부동산, 고수익채권/신흥시장채권
- 헷지펀드 전략

보상이 따르지 않는 리스크 제거
확정 수익 증권
듀레이션 갭 관리
금리 리스크 주안

LDI 포트폴리오
x% 부채 매칭,

y% 성장 

고성장 고위험
포트폴리오

Tracking error(%)

부채 완전 매칭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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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전략은 다음

과 같다. 

부채 포트폴리오에 대응하는 부채 중심의 자산에 

대해서는 부채와 매칭되는 확정 수익증권(채권)의 

비중을 확대

금리 리스크 헷징을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

초과 수익 추구를 위해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으로 관리

하지만, 이런 부채 기반 투자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채에 대응되는 만기(30~100년)를 가진 자산 및 유

동성, 부채에 대응되는 구분계리가 우선되는 등 여러 가

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당시 유럽보험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화시키는 방

법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하였다. 

본 리포트에서는 상기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해외 사

례와 딜로이트 안진 서비스팀의 기밀성 이슈가 있어 생

략한다. 

이보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고려사항 위주(노출

의 파악, 모니터링 등)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채로서 계정별 보험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

성(금리, 만기구조, 손해율, 위험율 등)을 파악하

여 장래 보험 부채의 유출입을 파악해야 함

금리 변화에 따른 부채 가치의 변화를 고려(듀레이

션)하여 자산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전사 수익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해외 선진 보험사는 이런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

해 복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와 유사한 자

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일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금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유럽보험사의 손익(자본)변동성 대응 
방안

선진 보험사(Allianz, ING, MetLife 등)는 복제 포

트폴리오를 기반으로 DRM(Dynamic Risk Mgmt.) 

및 부채기반투자(LDI)전략을 채택(유럽 CRO Forum 

에 속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사용

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함)하였다. 

그림 8

복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손익 변동성 대응 전략

Replicating Portfolio
복제 포트폴리오

부채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가치와 리스크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Dynamic Risk Management
동적 리스크 관리

리스크 측정 복제 포트폴리오의 현실화

Liability Driven Investment
부채 연계 자산 배분 전략

DRM(Dynamic Risk Management)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복잡하고 느린 

보험부채를 직접 러닝시키는 것보다 보험

부채의 특성을 계산이 쉬운 자산(채권, 주

식, 파생상품 등)으로 정확히 복제 포트폴

리오를 산출하여, 보험부채에 노출된 금리 

및 시장 위험을 측정

시스템 제약 없이 원하는 분석을 수천·수

만번 반복 수행 가능

보험 부채 복제 시 복제 포트폴리오라는 벤

치마크를 제공하며, 운용 자산 별(예: 채

권, 주식, 이자율 옵션, 주식 옵션 등)로 정

확히 분해되기 때문에, 부채기반 투자전략

과 헷지가 용이 

즉, 선진 유럽보험사들은 복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

여 일일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모니터링 시스템 운

영을 실현했다.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를 종합하여(상세한 회사별 선

진사례는 본 리포트에서 생략함) 그림 10과 같이 사례

를 정리하였다. 

선진 유럽보험사들은 손익변동성 관리를 위해 보험

부채의 특성과 동일한 복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일별 리스크 모니터링을 수행 

경영계획 수립에서 보험부채의 수익성과 리스크 특

성을 복제한 참조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전략적 자

산운용 전략(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을 수행하고, 자산운용 전략 수행에서 금융시장 및 

회사의 전략 수정을 반영한 전술적 자산배분(TAA: 

Tactical Asset Allocation)를 수행 

잔여리스크에 대해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헷지함으

로써, 

손익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9

유럽 선진 보험사의 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자
산
변
동
성

1st
Step

일일
리스크

모니터링

시장 변화에 의한
보험부채

리스크 지표
일일 측정

손익변동성 관리의 시작은
정교한 복제포트폴리오에서 출발

참조 포트폴리오
생성5

Risk
Dash Board

참조 포트폴리오와
SAA, TAA

모니터링 및 조정

자산·부채 미스매칭
포지션을 파생상품으로 헷지

DRM
일별 모니터링

부채기반
자산운용 및 수정

및 Feedback

잔여리스크에 대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지

LDI
자산배분전략

포트폴리오
헷지

2nd
Step

3rd
Step

관
리
전
략

복
제  

포
트
폴
리
오

리스크 측정 목적의
이론적 복제

자산-부채 
매칭 위한

복제 포트폴리오 
현실화

5 참조 포트폴리오 : 보험부채의 특성과 리스크를 금융시장 유동성을 반영한 현실의 복제 포트폴리오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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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포트폴리오의 의미 및 해석

복제 포트폴리오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보험부채와 동일한 재무 리스크에 노출되며, 동일한 현금흐름 및 가치를 지니

는 금융상품 조합의 복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그림 10

그림 11

복제 포트폴리오의 해석과 의미

복제 포트폴리오와 부채기반 투자전략과의 관계

잠재적 해석

복제 포트폴리오 도입 전

복제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는 목표 부채와 동일

복제 포트폴리오는 선택된 재무 리스크 요인(Fin- 

ancial Risk Factors)에 대해, 목표 부채와 동일

한 민감도를 가짐

모든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복제 포트폴리오의 미

래 시장 가치는 목표 부채와 동일

모든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복제 포트폴리오의 

명목 현금흐름은 목표 부채와 동일

비경제적인 가정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복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모든 시장 위

험이 제거

복제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따

른 보험 부채(보험 상품의 O&G  에 대한 시간 가

치를 포함)의 MVL을 계산하는 데 사용

복제 포트폴리오는 미래의 모든 시장 상황에서 목

표 부채와 동일한 명목 현금 흐름을 제공

6

의미

복제 포트폴리오 도입 후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부채
포트폴리오

부채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보험부채 복제

최적화

전략 최적화

(ALM)

즉, 그림 11과 같이 기존 자산-부채의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최적화에서 복제 포트

폴리오가 보험부채를 설명하는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

공하여, 보험부채 자체에 대한 관리와 헷지가 가능해

졌다. 

복제 포트폴리오는 모든 가능한 미래의 시장 상황에

서 실질적인 보험 계약과 일치하는 현금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순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보험부채의 확정현금흐름을 국

고채의 액면가와 쿠폰 금리를 반영해 정확히 매입하고, 

이를 다시 국고채 매도를 통해 보험부채의 현금흐름과 

같아질 때까지 무수히 계산을 반복한다. 

보험부채의 변동현금흐름과 이자율 옵션과 동일한 

최저보증옵션에 대해 정확히 일치시키는 변동금리채

권과 이자율 옵션을 반영하면 복제 포트폴리오가 생성

된다.

그림 12

복제 포트폴리오 예시

보험부채 현금흐름 복제 포트폴리오(국채) 복제 포트폴리오 현금흐름

년(y) 년(y)년(y)

1 11

2 22

3 33

4 44

5 55

51 5151

현금흐름 현금흐름액면가 쿠폰 수량7

66,814 66,81410,000 1.8369% +6.4333

286,257 286,25710,000 2.0277% +28.4957

225,232 225,23210,000 2.1224% +22.9711

212,855 212,85510,000 2.2371% +22.2209

180,296 180,29610,000 2.3518% +19.4621

-194,157

... ... ...

-194,15710,000 2.9876% -8.8524

복제
포트폴리오

종류

Zero Coupon Bonds 국채 Strip
단순한 현금흐름

유동성 존재 상품

금융공학 기법 적용

Coupon Bonds 국채

Options
(IR)cap/floor/swaption

(Equity)call/put

비고

보험부채 측정 시 복잡하고 무거운 시스템 제약으로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어렵지만 

복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복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활용 가능한 보고서는 아래

와 같으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산출 가능한 보고서가 

일별, 수시,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어 적극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및 헷지가 가능하다. 

6 O&G : Option and Guarantee 7 수량의 "+"는 Long Position / "-"는 Short Position을 의미함

LDI 전략 최적화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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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복제 포트폴리오 예시 위험 기반의 신상품 전략(Risk-Based CPC)

보고서 종류

회계적 손익변동성
보고서

경제/규제 자본
(리스크)

헷지 현황

(수시 및 실시간)
민감도 시뮬레이션

개요

IFRS9 및 17 기준의 당일 재무 현황 및
손익(OCI/PL) 현황

시장/금리 리스크 보고
- 상품별 순금리민감도(Duration, Convexity)
- 상품별 리스크 종합(손익,리스크,매칭 현황 등)

일반 계정 및 변액보험 헤지 현황 모니터링
헷지의 경우 복제 포트폴리오를 활용 시장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실시간으로 산출 및 적시 대응 가능 

시장 급변동 시, 즉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예: 금리 10년물 20bp 감소, 금리 1년물 15bp감소 등) 
하여 즉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및 손익 파악

신상품 전략을 통한 금리위험 경감

은행과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만기가 매우 긴 기존 

보유계약을 강제로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보험사와 달리,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금리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고금리확정형 계약의 비중이 높고, 유럽보험

사와 같이 전적으로 부채기반투자전략을 적용하고 파

생상품을 적용하기에는 유동성의 물량을 떠나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계약 물량을 통해 포트폴

리오 개선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와 같이, 금리리스크가 개선된 신계약이 유입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계약 전체 포트폴

리오가 안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을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15에서 설명하는 위험 기반의 

신상품 전략(Risk-Based CPC)이 필요하다. 

위험 기반의 신상품 전략(Risk-Based CPC)는 기

존 CPC 전략에서 변형된 개념으로 새로운 회계제도 대

응을 위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중심의 신계약 판매 

전략을 의미한다. 

그림 14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변화 과정

New Business (신계약)

Inforce (기존계약)

위험 안정

그림 15

구분

채널

Channel

Portfolio

Customer

포트폴리오

고객

상세

특정 상품군(예: 변액보험)의 물량 유입 
유도를 위해 수당수수료 체계 변경 필요 
각 채널의 모집 교육 전략 수립 필요

신계약 유입 전략 중 가장 우선시되는 전략
안정된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재가치와 리스량(특히, 금리 리스크)임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한 CRM 전략 설정 필요
TM채널의 경우 Target DB 변경이 필요

그림 16

일별 손익변동성 모니터링 시스템에 Risk-Based CPC 전략 반영

그림 16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신규 판매 포트

폴리오를 설정하고, 자산운용 파트에서의 재투자 전략

을 반영, 이를 통한 채널,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하여 수립된 전략이 일별 손익변동성 관리 시스템에 모

니터링되어 회사의 금리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상품 전략과 재투자 자산운용 전략

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기존 계약에 대한 리스크 경감 목적의 신상품 전략은 

복제 포트폴리오 기반 일별 손익변동성 관리 시스템에 

탑재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신규 판매 포트폴리오 설정

수행 가능한 신규 판매
물량 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실시

시나리오별 요구자본 관련
데이터(Duration 등) 산출
시나리오별 IFRS17 기준
손익 데이터(CSM 상각액 
등)  산출

최적 전략 설정

장래 요구 자본 및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신규 
판매 물량 포트폴리오 전
략 선택

보험상품 전략 수립

IFRS17 및 新지급여력
제도(K-ICS) 기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방
법론 수립
신규물량 전략에 근거
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기반 성과평가  
도출

자산운용 전략 수립

신규물량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 듀레이
션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SAA) 수립

채널 전략 수립

환산 성적 중심의 수당 
수수료 체계에서 내재
가치 및 리스크 기반 수
당 수수료 체계 변경
타겟 판매상품 변경으
로 인한 모집인 교육 전
략 수립

고객 전략 수립

목표 신규판매 물량
이행을 위한 CRM 전
략 수립
TM채널의 경우 
Target DB 변경 전
략 수립

보험 부채 부문

목표 신상품 판매 물량 달성 여
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상/실제 현금흐름 생성 및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산 운용 부문

자산 운용 전략 달성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산/부채 연계 부문

예상대비 실제 GAP이 어느 영역
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각 LOB  또는 채널별 성과평가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채널 및 고객 전략 수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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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사의 손익변동성 대응

보험사는 복제 포트폴리오 및 대표 계약 방법, 또는 

하드웨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산 속도를 획

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시장 급변동 및 의사 결정 시 시장 요인 변동에 따

른 자산-부채의 손익을 적시에 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상품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개선은 장기간 소

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헷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하며, 

일별 손익변동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BS/PL이 회계/규제 자본에 대해 일별로 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채기반 투자전략, 신상품 전략을 지원하고 평가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손익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시스템 구축 단계별 기능

Phase  I

시장변동성 모니터링 및
헷지시스템 구축

Phase  II

손익변동성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스템 구축

① 일반계정 헷지 시스템 구축

보유 및 적용가능 자산, 파생상품 모델링

복제 포트폴리오 고도화(이자율)

시장변동성 측정 방법론 정의

일반계정(이자율)헷지 모델링

② 변액보험 헷지 시스템 구축

현행 수행중인 변액 최저보증 헷지 지원

헷지 목적 변액 복제 포트폴리오 고도화

헷지 불가능 영역 도출 및 모니터링 방안

실시간 리스크 및 최적 헷지 수량 산출

③ 헷지 전략 수립 및 전략 사전평가

선진사례 분석으로 전략 수립, 대응방안 마련

수립된 전략에 대한 평가

Quick-win 과제 위주 시스템 반영

IFRS17 목적 보험부채 현금흐름의
안정적인 산출 선행

IFRS9 시스템 구축 선행

④ 일별 손익변동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FRS9/17, 新지급여력제도(K-ICS)기준 BS/

PL 일별 산출

 LDI 운용 가능 자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회계적, 규제, 경제적 손익변동성 모니터링

시장 변동 예상 시 시뮬레이션의 적시성 제고

⑤ 부채기반 자산운용 및 매크로 헷지

부채와 연계 자산의 매칭 및 헷지 모니터링

전략별 가상 LDI 포트폴리오 수립 및 평가

현행 SAA 및 TAA 모니터링 및 개선도출

IFRS9 계정 재분류 및 매크로 헷지 시뮬레이션

⑥ Risk-Based CPC 모니터링

신상품의 보유계약 리스크 희석 모니터링

신상품과 재투자의 계획 대비 실적 모니터링

리스크(듀레이션)대비 내재가치(CSM)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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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변화를 촉진하다

Mark Shilling, Anna Celner 외 5인

주요 메시지

향후 단기간에 등장할 수 있는 난관들을 마주하기 위해 은행들은 자본, 기술, 인사 부문에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전사적인 전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팬데믹을 통해 습득한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에는 유연한 영업 환경, 수직

적 구조의 수평화, 신속한 의사결정, 임직원 역량 강화, 유연한 근무 환경 및 인력 조성 등이 있다. 

이 교훈들을 내재화하고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VID-19은 디지털 도입에 속도를 붙였을 뿐 아니라, 은행의 디지털 인프라를 시험하는 계기

가 되었다. 기술에 전략적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지만, 뒤늦게 기

술 투자 시작한 기업이더라도 기술 진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직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에 기반한 전환을 추구하는 은행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어 시스템에 기술을 활용

하는 경우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대고객 업무에서 디지털 관련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디지털 및 인간 간의 상호

작용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새로운 파트너십, 고객의 이목을 끄는 서비스 

모델을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21년 경제 상황을 직면한 은행들은 최적의 인재 관리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들

을 내려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

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행들은 확고한 목표를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

는 독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은 자본 재분배, 리스크 체계 개선, 투명성 제

고, 데이터 및 보고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기후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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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은행 및 자본 시장 
업계에 펼쳐질 가능성을 제정의하다

팬데믹에 대한 은행업계의 대응은 가히 주목할 만했

다. 단 몇주만에 완전한 비대면 업무의 전환을 이루어 

내거나 검증되지 않은 영업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소 잡음이 있긴 하였지만, 대다수의 은

행 영업은 차질없이 흘러가고 있다. 고객들은 문제없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생산성이 유

지되고 있고, 규제기관은 은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

었다. 은행들은 효율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

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첩한 대응력과 회복 탄력성

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수많

은 유럽 국가, 그리고 그 외 국가에서 은행이 경제를 안

정시키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부터 은

행이 유지해 오던 건전한 자본 수준 덕분에 부정적 영향

에 대한 경감 작용이 가능 하였으며, 향후 세계 경제가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길을 다져 놓았다.

은행 업계에 있어 팬데믹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상당하다. 재정적 위기와 더불어 

COVID-19은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은행 산업을 재

편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 구도의 등장, 기존 상품군의 

성장 촉진, 새로운 혁신의 장 촉진, 은행 지점의 새로운 

역할 부여, 은행 및 자본시장 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

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화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COVID-19 이전부터 이미 유

효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팬

데믹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

로벌 GDP가 2020년 4.4%,1 약 6조 2천억 달러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2 2021년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GDP는 여전히 전년도 전망 대비 9조 3천억 

달러 낮은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급격

한 세계 경제 위축은 이미 대출 성장과 지급결제 금액에 

대한 상당한 감소를 불러왔다. 이러한 하락세는 기록에 

가까운 투자 수수료 및 자산 운용 수수료를 통해 상쇄가 

가능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장부

상 침체된 자산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은행업계에 얼마나 더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인가 ?

딜로이트 금융산업 서비스 본부는 미국의 은행 업계

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180억 달러의 대출 관

련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이는 

전체의 3.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3 대출 상품

에 관계없이 손실이 예상되지만, 신용카드, 상업용 부

동산, 영세업자 대출 등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날 것

으로 보인다.

손실 규모는 전반적으로 미국 은행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6%의 손실 비율을 감당했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비 적은 금액이다.4

2020년 2분기 미국 내 주요 100개 은행은 1,034억 

달러의 충당금을 적립했으며, 625억 달러의 충당금을 

적립한 유럽 주요 100개 은행, 688억 달러의 충당금을 

적립한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은행과는 대조되는 규모

이다(그림 1).COVID-19은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은행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

"

새로운 경쟁 구도의 등장, 

기존 상품군의 성장 촉진, 

새로운 혁신의 장 촉진, 

은행 영업장의 새로운 역할 부여, 

은행 및 자본시장 내 거의 모든 분야

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화 등이 

그 예시이다.

3 The methodology used to make these forecasts is outlined here: Mark Shilling, Gary Shaw, and Jim Berry, The  path ahead: 
  Navigating financial services sector performance post-COVID-19, Deloitte Insights, September 10, 2020.

4 Ibid.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October 2020.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 October 2019.

그림 1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였으나, 2008 세계 금융위기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Q3 2020의 데이터는 2020년 11월 3일 기준이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산업 본부,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북미 주요 100개 은행 미국 주요 100개 은행

대손 충당금(십억 달러)

유럽 주요 100개 은행 아시아 태평양 주요 100개 은행

50.1

Q1 2020

29.8

33.6

47.7

Q2 2020

64.2

32.7

35.2

55.7

Q3 2020*

16.7

9.7

20.6

11.8

H1 2020

114.2

62.5
68.8

103.4

H2 2020

130.9

72.2

89.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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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기초 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치에 따

르면, 미국 은행 업계의 평균 ROE는 2020년 5.6%까

지 감소할 것이나 2022년에 11.7%까지 회복할 것이

다(그림 2). 

이와 유사하게 증권사 브로커의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100개 은행 ROE 전망치를 살펴보

면 2020년 약 3%p감소하여 6.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유럽의 은행들은 2019년 수준까지 회

복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경우 2022년까지 평균 ROE를 9.2%까지 

회복하여 COVID-19 이전 수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5 저금리로 인해 순이자마진(NIMs)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은행의 이자 수익 성장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5  North America include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nly.

그림 2

2021년에 ROE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참고: 미국 은행 업계에 대한 딜로이트의 전망은 미국 내 모든 상업은행을 포함한 추정치임. 브로커 전망은 각 지역의 주요 1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임. 본 추정치는 2020년 10월 12일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 서비스산업 분석, Thomson Reuters Eikon broker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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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에 뛰어드는 메가트렌드와 점차 
둔화되는 메가트렌드

팬데믹이 불러온 주목할 만한 영향 중 하나는 바로 다

양한 메가트렌드의 규모와 발생 속도였으며, 일부는 점

차 그 열기가 사그라들었다(그림 3). 팬데믹이 발생하

기 전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유 경제, 도시화, 

글로벌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

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파 속도가 점차 둔화되었다.

반면에 COVID-19으로 인해 디지털화의 속도가 빨

라졌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디지털 도입의 속

도와 더불어, 위기는 은행의 디지털 인프라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에 전략적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지만 뒤늦게 기술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더라도 기술 진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직 도약의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COVID-19은 전세계적으로 메가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디지털화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접촉 기술과 디지털 경험 도입의 확장을 불러왔다.

가상 업무 환경 도입
다수의 조직들은 이미 원격 근무에 적응하였다. COVID-19은 유연한 업무 환경의 도입 확대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안전 및 보안에 집중
은행 및 정부로부터 안전 및 선제 대응 방침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책임
COVID-19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은행업의 대의가 변하고 있다.

팝업(POP-UP)생태계의 등장
밸류체인의 변화로 인해 보다 창의적인 형태의 파트너십, 혁신, 신속한 변화 추구 등의 기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감축에 집중
보유 현금, 이익, 수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인 비용 감축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공유 경제
건강 및 공중 보건 관련 우려와 원격 근무의 증가로 인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도시화
도시화는 꾸준히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요 도시에서의 거주 및 근무를 원

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인구 및 재화의 이동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 국경 밖으로의 인구 및 재화의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가속화 둔화

메가트렌드의 가속화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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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고객 업무에서 디지털 목표를 완전히 실현

하려면 은행들은 고객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로는 디지털과 인간 상

호작용의 융합, 지능적인 데이터 활용, 새로운 파트너

십 체결,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서비스 모델을 활

용하는 것이 있다.

1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와 같은 거시경제

적 지표와 메가트렌드가 결합되어 미치는 총체적인 영

향은 은행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먼저 전

통적인 수입원과 기존에 형성된 사업의 성장성은 최선

을 다해도 보통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며, 이로 인해 은

행들은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수익성 압박으로 인해 비용 절

감에 대한 집중도가 강해지면서 지표 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리고 세번째로 은행이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기술이 놓여있게 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너무나 자명하다. 근

시적으로 전세계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빈곤층 증가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며, 2021년까지 1억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극심한 빈곤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6 이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기조가 나타나

고 있으며, 업무에서 배제되는 여성 인력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은행업 자체 뿐만 아니라 은행의 존재 목적 또한 혼돈

을 맞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은행이 하여금 소득 불

균형, 인종 차별 및 성별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즉, 은행이 금융 시장 중개인, 자산 소유자, 투자자, 

고용주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공동의 글로벌 규정의 부재, 데이터의 부족, 지속 가

능성의 성과와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불확실

함 등과 같은 문제점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

한 이슈들은 해결 선상에 놓여있다. 국제 경제 자문단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의 요청에 따라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딜로이

트 및 기타 Big4 회계법인과 기후 변화 지표를 비롯하

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동의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는 

자본 분배 기능과 더불어, 은행은 고

객 및 거래원의 행동 변화를 자극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World Bank, "COVID-19 to add as many as 150 million extreme poor by 2021," press release, October 7, 2020.

통한 교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관점들을 소개

하고 있다.

팬데믹의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직원의 생산성이 줄

어든다면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글

로벌 은행 경영진 200인을 대상으로 한 딜로이트의 서

베이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은 유럽에서 특히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60%에 달하는 조사 참여자들

은 팬데믹 이후 임직원들이 기존 사무실 근무 체계로 복

귀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미국(35%)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38%)

의 응답자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은행 업계의 경영진들은 생산성과 직원 복지 간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쉽지 않은 의사결정에 놓여 있다.

은행은 팬데믹이 남긴 과제들을 비롯

하여 자본, 기술, 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

야 한다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직면하

고 있다.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7

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 목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

해 각종 기관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팬데믹이 남긴 교훈

팬데믹이 발생한 초기 몇 개월 간 혹독한 현실에 대응

하며 은행들은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다. 교과서적

인 대응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과거의 

방식은 투명성과 유연성을 위해 사라지고, 새로운 수준

의 대내외적 협동 방식이 등장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대신에 

임직원들은 신뢰와 추진력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반영하는 업무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로 나아가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업무 인력

을 조성하기 위해 전술한 교훈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유연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인재 모델을 개발해

야 한다. 금융 기관들은 대면 업무 환경과 원격 근무 환

경간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근무 환경을 재조성하는 것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 창의성, 협동심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목적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도전적 움
직임

본 자료를 통해 디지털 고객 참여, 인사, 영업, 기술, 

리스크, 재무, M&A와 지속가능한 금융과 같은 분야에

서 회복 탄력성 강화와 신속한 변화 추구에 팬데믹을 

7  Jonathan Walter,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World Economic Forum,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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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은행은 전 사업부에 걸쳐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계획의 재정비

보다 통합적인 위기 관리 문서화 방안 마련

기존의 회복 탄력성 유지 방안 개선

개선된 계획 도입

시뮬레이션 테스트 시행 빈도 증가

사업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어디에서나 근무 가능한 인재 관리 방안 도입

거버넌스 및 보고 체계 정비

대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 진출 전략을(진출 

국가/도시, 사무실 임대 관련 문제 등)재구상 하고 있으

며, 보다 통합적인 위기 관리 접근 방법과 이를 문서화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그림 4).

은행 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점 이외에도 2021년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도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은행업계의 경영진들이 미

래를 재구상하고 도전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은행 업계는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하는 

한편, 현재로서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팬데믹 이

후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수립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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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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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입함 도입 예정

세계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마주하

고 있다. 아마도 팬데믹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

제이겠지만 소득 불균형, 인종차별 및 성차별, 기후 변

화로 인한 각종 리스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새

로운 다짐과 목표 아래 은행은 최선을 다해 보다 평등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사회적 목표

를 받아들였다. 

금융 시, 자본 소유자, 투자자, 그리고 고용주라는 다

양한 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

는 은행은 이제 지속가능한 금융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은행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인 효과를 불러오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자본을 분배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행동의 

전환을 취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은행들이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ESG에 

기여하기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사 참여자의 3/4 가량이 소속 금융기관에서 기

후 관련 목표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예

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경우 기후 변화 및 포용을 중시

하는 성장 등 지속가능한 금융 활동을 위해 2030년까

지 7,500억 달러를 투자, 자금조달, 자문 업무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 UBS 또한 핵심 지속가능 관련 

투자를 56%이상에 달하는 4,880억달러까지 증가시

켰다.9

전세계의 규제기관들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장 및 시

장 안정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집중하는 한편, 대

다수는 이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체계

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ies Fut- 

ures Trading Commission)는 금융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 

해 보다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을 종용했 

다.10 유럽중앙은행(Europe Central Bank)은 "기후 

및 환경 리스크를 사업 전략,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공시에 반영할 것" 을 요청했다.11

2019년 11월 미국 상원에서 제출한 '기후 변화와 

재무 리스크 법안(Climate Change Financial Risks 

Act)과 같이 미국 연준에 기후 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시

나리오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안들

도 등장하였다.12

국제금융연구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 

ance),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FSB 산하 기후관련 금융 공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탄소회 

계금융협의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와 같은 업계 내 다양한 조직들은 기후 변

화 기준과 투명성을 위해 여려가지 구조적 변화가 필요

함을 역설했다.13

지속가능한 금융 :
혁신을 꿈꾸는 리더를 위한 특별한 기회 

8  Goldman Sachs, "Sustainable finance at Goldman Sachs," accessed October 26, 2020.

9 UBS Media, "UBS achieves ambitious sustainable investment goal ahead of schedule; tightens fossil fuel  standards," media 
  release, March 5, 2020.

10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Managing climate risk in the US financial system, September 2020.

11 European Central Bank, "ECB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its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May 
 20, 2020.

12 Congress.gov, "S.2903 -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Act of 2019," accessed October 26, 2020.

13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UNEP-FI TCFD report playbook," September 2020; World Economic  Forum, The net- 
 zero challenge: Global climate action at a crossroads (part 1), December 2019; UNEP Finance  Initiative,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accessed Octobe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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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은행이 많은 성과를 보였지

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금융 산업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 목표는 기업의 투

명성 또는 일상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다소 낮은 경우 

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사업을 친환경 경영으로 표방하 

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 

리의 현실이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용어나 국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이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조

직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CAF는 국제 탄소 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

제 지속가능 기준 협의회는 재무 보고를 위한 기준을 제

정하고 있다.14 그러나 여전히 금융 서비스 업계 내에서 

국가간 협력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며  

지속가능 활동, 성과,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불완전

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업계 전반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은행은 고객과 데이터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CEO가 모범을 보이

려 하고 있지만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 

ability officer)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전사적으

로 지속가능 문화를 전파해야 한다. 최고리스크책임자

(CRO)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들은 리스크 

관리 체계와 관리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보다 직접적으

로 기후 리스크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지속가능 관련 목표를 특정 사업에 집중시킨다면, 장

기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

로는 재무적인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탄소화 과정을 거치며 고객 대상의 전

환 리스크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선해야 한다.15 업계는 

현재의 금융 업계는 탄소 배출권 거래, 또는 시장 참여

자 간 기후 리스크를 공유하는 등 혁신이 쉽게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일부 문제점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해 소득 불균형, 성별 및 인

종 차별이 심화되었다. 일부 은행은 재정적 지원을 통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JP 모건

에서는 인종 간 빈부 격차에 맞서기 위해 30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했다.16

지속가능한 금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사

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일부 

은행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와 같은 문

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여러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들도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은행은 이러

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보다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창의

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금융 교육, 균등한 

건강 보험 접근성, 주택 시장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 문

제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 수많은 문제들을 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 내부적인 협력과 정부기관과의 밀접한 논의를 통

해 유의미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은행은 리더의 

위치에서 견고한 지속가능한 금융 목표를 수립하기 위

해 규제기관, 유관 기관, 고객, 거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이 결국 은행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올 것이다. 

14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accessed October 26, 2020.

15 Refinitiv Podcast, "The role of banks in Sustainable Finance & Crisis Mitigation & addressing the fossil fuel  challenge," 
  accessed October 26, 2020.

16 JP Morgan, "JP Morgan Chase commits $30 billion to advance racial equity," October 8, 2020.

은행은 리더의 위치에서 견고한 지

속가능한 금융 목표를 수립하기 위

해 규제기관, 유관 기관, 고객, 거래

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

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하

거나, 고객을 유인할 만한 디지털 솔루션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디지털 뱅킹의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품의 특성이나 기

타 제약의 영향에서 벗어나 디지털 도입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리테일 뱅킹 고객의 44%는 팬데믹 이후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을 더욱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17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Nubank)

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50% 증가하여 총 개설수가 

3,000만 개를 달성하기도 했다.18

상업 은행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뱅크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법인 모바일 앱을 통

한 계좌 입금 건수는 117%의 성장률을 보였다.19 증권

사 마케팅에 디지털 로드쇼를 활용하는 것 또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량으

로, 디지털 은행에게 매우 극적인 성과이다.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의 디지털 리테일 뱅킹 

판매량은 2020년 상반기 YoY 50%의 증가율을 보였

다.20

그러나 디지털 활용의 증가가 곧 만족도의 증가로 반

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가 

옮겨가면서 리테일 은행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전반적

인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1 캐나다의 경우, 

모바일 뱅킹 사용량이 증가하였지만 모바일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22 오스트레

일리아 또한 대면 서비스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며 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23

한편 현재는 일시적으로 일부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이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이 지나

고 나면 다시 고객 관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며 젊은 층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특히 난관

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4

따라서 디지털 상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장기간 관

계를 유지하며 주거래 은행으로의 위상을 잃지 않는 것

디지털을 활용한 고객 관계 확립 :
차기 선구자가 되는 방법

17  Jim Miller, "Financial services COVID-19 pulse survey," slide 35, J.D. Power, September 25, 2020.

18 The Economist, "How the digital surge will reshape finance," October 2020.

19 Bank of America, Q3 2020 financial results, October 14, 2020

20 Standard Chartered, "1H'20/2Q'20 results presentation," July 30, 2020.

21 J.D. Power, "Retail banks face major customer satisfaction challenge as world shifts to digital-only engagement, J.D. Power 
  finds," April 30, 2020.

22 J.D. Power, "Canadian Banks face untimely digital banking headwinds since pandemic began, J.D. Power finds," May 7, 
 2020.

23 J.D. Power, "Critical moment for banks as financial situations worsen and engagement shifts to digital, J.D.  Power finds," 
  September 1, 2020.

24 Foresight Research, "Expect a spike in consumers switching banking providers due to the pandemic," Octobe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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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각종 혜택이나 고객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디

지털 채널을 최초로 사용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및 대고

객 관련 기술에 투자하여 업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막

힘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러한 개선책은 디지털만을 활용한 채널 뿐 아니라 디지

털 키오스크와 같은 지점에서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절반에 가까운 조사 참여자들은 소속 금융기

관이 ATM을 통한 은행 직원과의 실시간 소통, 셀프 서

비스 도입, 비접촉 터치스크린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림 5). 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챗

봇,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AR이나 VR을 활용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은 각 사업부 및 조

직별로 개별 데이터 아키텍쳐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하

여 이를 분석해 고객에 대한 360도 시야를 확보해야 한

다. BBVA는 전세계 글로벌 플랫폼에 새로운 데이터 분

석 체계를 설립하고, 이를 위한 소위 "AI 공장" 을 도입

했다.25

핀테크로부터 은행이 배워야 할 또 다른 점은 그들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

하여 초개인화된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디지털 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차별화된 방식이다.26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한 고객이 증가

했다. 그러나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의 제한된 

역량 때문에라도, 챗봇, 의사소통용 AI 등이 도입되어

25  Chris Semple, "How BBVA built a snowball to increase digital sales in Spain," BBVA, November 14, 2019.

26 Alaina Sparks et al., Beyond COVID-19: New opportunities for fintech companies, Deloitte, April 15, 2020.

그림 5

일부 은행들은 향후 1년간 지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ATM상에서
은행 직원과의
실시간 소통

비접촉 키오스크를
활용한 송금 업무

주요 지점에
AI 기반의 로봇

어시스턴트 도입

센서 기반의
AR/VR활용

48%
46%

39%

33%

현재 고려중인 디지털 부문의 변화

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경험을 개

선하는 것은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

고 그들과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기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부분도 남겨 두어야 한다. 디지털의 도입은 필수적이

고, 장려되는 것이지만 대면 소통을 통해 고객들의 충

성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면 업무를 통해 고객

과의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은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신

뢰를 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고객 모두에 있어 모든 재무 활동(심지

어 비 재무적인 활동까지도)을 아우르는 고객과의 관계

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차별 전략이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SB은행의 마켓플레이

스(Marketplace)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부동산 및 차

량 거래, 여행 예약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

용을 통해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27

대고객 업무에서 디지털 관련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

기 위해 은행들은 디지털 및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적 

절히 조합하거나,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새로운 파트너 

십, 고객의 이목을 끄는 서비스 모델을 활용하여 고객 경 

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27  DBS Marketplace, "Explore marketplaces," accessed Octobe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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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은행의 경영진들은 인사분야에서 원격 근무 

체계 도입, 임직원의 높은 참여도와 생산성 유지와 관

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은행들은 유연 근무제 등의 다양한 움직

임을 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그림 6). 그러나 동

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인원 감

축이나 보상 축소 등의 방안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팬데믹 이전부터 일의 미래는 수많은 은행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였다. COVID-19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

화의 가속화 등 변화로 인해 은행 업계의 인재상은 변화

를 겪게 될 것이다. 

인사 
리질리언트(resilient) 리더십을 통한 
임직원의 건강과 생산성 제고

전세계 은행의 경영진들은 인사분야

에서 원격 근무 체계 도입, 임직원의 

높은 참여도와 생산성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

"

그림 6

은행은 COVID-19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인사 관리에 변화를 줄 것이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인재 관리에 있어 회복탄력성을 유지
하고 변화를 촉진하다

은행들이 2021년 경제 상황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은

행의 경영진들은 최적의 인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쉽

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인 임직

원의 건강과 생산성 뿐 아니라 교육, 팀워크,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기술과 수단

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증가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경영진 대다수(80%)는 소속 

기업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Citigroup)은 재택근무, 사무실 근

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니저들이 직원들의 신체 및 정신

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교육하였다.28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행 경영진은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

하고, 개인/가정적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

편 임직원이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원격 근무 환경

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각 팀의 

책임자는 마이크로매니징을 하지 않고도 구성원의 동 

12% 1%33%55%

48%

44%

57% 25% 19%

18%40%41%

38%32%30%

13%40%48%

12%40%48%

16%34%51%

17%34%48%

34% 22% 1%

2%

1%

1%

2%

34% 19%

유연 근무제

업무시간 단축

자발적 휴무

무급휴직

조기퇴직

정규직을 필요에 따라 근무자로 전환하거나, '긱(gig)' 근로자 활용

임직원 보강 감소

임금인상/성과급 제한 또는 미시행

승진 제한

해고

이미 도입함 도입 계획 중 도입하지 않았으며 도입 계획 또한 없음 모름

현재까지 취해진 인사 관련 조치

28  M. Ahmed, "It's time to future-proof your workforce for the digital era: Citi's Joel Fastenberg," Indeed People  Matters, 
September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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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rica Volini et al., Returning to work in the future of work: Embracing purpose, potential, perspective, and possibility  during  
 COVID-19, Deloitte Insights, May 15, 2020.

30 Erica Volini et al., Beyond reskilling: Investing in resilience for uncertain futures, Deloitte Insights, May 15, 2020.

31 Khalid Kark et al., The kinetic leader: Boldly reinventing the enterprise, Deloitte Insights, May 30, 2020.

기 부여와 생산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팀의 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

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거시적 관점에

서 본인의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

공 받고, 이를 통해 그들이 조직의 일부로서 업무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29

한편 은행들은 임직원들이 보다 빠르게 교육 내용을 

흡수하고, 자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전략을 

취해야 한다. "배우는 방법을 배운다" 에 초점을 둔 맞춤

형 교육이나 경험을 통한 교육과 같은 방식은 퇴사 비율

을 낮추고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30 

그러나 COVID-19 이후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새

로운 역량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한 

인재를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인재상을 구상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유연한 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정 업

무나 역할의 필요에 따라 업무 환경을 재조성하는 것은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생산성, 창의성, 협동심을 제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의 본질 또한 변해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뒤처진 조직 구조와 계층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새로운 조직 구조는 업무를 수

행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한편 인재상을 개선하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

해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기술은 원격 근무 환경

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을 촉진하며, 유연한 조직

을 양산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

을 조성하는 한편 전사적인 새로운 협력 표준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경영진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의 기술 활용이 한편으로는 화상 회의의 

피로를 주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규모의 백신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

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몇 개월간 인재부는 안전한 

사무실 근무 복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

내게 될 것이다. 업무에 빠르게 변화를 만들고 수용하

며, 업무 환경을 재구성하는 은행이 가장 큰 성공을 이

루어 낼 것이다.

그러한 재구성의 예시로, 은행의 IT부서가 소프트웨

어 개발 및 테스트에 활용해 온 유연한 업무 접근 방식

을 이제는 영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곧 일

의 미래이다. 기업의 문화나 기타 요소들로 인해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를 도입하는 것은 주요한 결과

를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수단은 분명히 도움

이 될 것이며, 이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끄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미래 인사 전략은 유연하며 신속

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인재상의 개 

발은 혁신과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둔 포용적인 리더십

을 필요로 한다. 높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질리언

트(resilient)리더31 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며, 이

해심이 깊은 이들이어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해 은행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

어졌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수월했던 비대면 영업 환경으로의 전환은 다년

간의 준비와 운영상의 회복탄력성에 집중해 온 규제기

관 덕분에 가능했다.32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은행의 영업 계획, 위기 

관리, 회복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33 또한 해외 영업의 취약점과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국가 봉쇄가 이루어진 곳의 

많은 금융기관의 해외 지사는 혼동을 겪었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변화
를 촉진하다

미래를 위해 운영상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은행이 마주한 주요 어려움 중 하나일 것이다.34 

문제를 해결할 묘수는 없지만, 해외 진출 현황 및 제3

자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예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수행 주기를 늘리는 한편 정보 시스템을 개선함

으로써 미래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 지역 다각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해

외 지사를 근방 국가나 국내로 옮겨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곳에 몰리게 되며 감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영업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

거나 도입을 계획 중이라 밝혔다(그림 7).

유연성은 회복 탄력성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은행은 

유연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완벽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경

영진은 수평적인 팀 구조를 갖추고 의무와 책임을 재점

검하여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

사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35

또한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구조적으로 비용 구조

를 변화시켜야 한다(그림 7). 고정 비용을 낮추기 위

해 영업점이나 사무실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영업

점 폐쇄는 고객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Drive-through) 지점이나 차세대 영업점을 통해 일

부 상쇄가 가능하다. US뱅크(US Bancorp)는 카페 형

태의 영업점을 통해 다수의 거래가 디지털 채널로 옮겨

오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게 도와주는 해당 지점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36

일부 은행들은 해고를 감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1/3에 달하는 조사 참여자들이 소속 기관에서

도 이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은행 

경영진은 대체적인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꺼려왔

으며, 1/3 미만의 참여자들만이 수요에 의한 인력 사

용, 즉 "긱(gig)"으로 알려진 근무 형태로 전환하고 있

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원격 근무 환경에서 생산성을 유

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은행은 클라우드, 머신 러닝, RPA, 분산 원장과 

운영
장시간의 회복탄력성 구축 및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인 비용 관리

32 Bank of England, "Operational resilience: Impact tolerances for important business services," December 5,  2019; OCC, "OCC  
 highlights key risks for federal banking system," June 29, 2020.

33 Rhoda H. Woo et al., Confronting the crisis: How financial services firms are responding to and learning from  COVID-19, 
 Deloitte Insights, April 29, 2020.

34 Damian Walch et.al., "Operational resilience: Ready for the next crisis?," Deloitte Dbriefs, July 15, 2020.

35 Andrea Willemse et al., Lessons learned during COVID-19: A banking study, Deloitte, August 14, 2020.

36 Kavita Kumar, "U.S. Bank rolls out new branch formats for digital age," StarTribune, September 24, 2020.



금융산업본부 특집Deloitte Insights

572021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2021년 금융산업 전망과 과제56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업무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다량의 업무를 추

진 가능한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것 

또한 원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으로 남아 있다. 

그림 7

재정 및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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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상황에서 이와 같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특히 

소규모 은행으로 하여금 M&A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소규모 은행(연간 수익이 10억달러~50억달

러 사이) 소속의 조사 참가자들은 향후 6-12개월 이내

에 M&A 추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1/3

의 조사 참여자들은 자산 조정이나 비핵심 조직을 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사적인 계획 이외에도, 각 사업부 수준의 비용 절

감 방안이 필요하다. 각 사업부의 책임자는 어느 분야

에 힘과 자원을 쏟아야 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셀프 서비스, 원활한 데이터 흐름, 자동화 도입,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비 등을 통해 업무가 진

행되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부의 책임자들은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받

을 수 있으며, 만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해당 사업이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진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내 문화

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이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는 수개월, 심지어 

는 수년간 걸렸던 미국 급여보호 프로그램(US Pay 

check Protection Program)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단 몇 주 만에 이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디지털화에 

투자한 은행들은 COVID-19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함

에 있어 타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고 회복 탄력적인 자세

로 대응이 가능함을 증명했다.37

하지만 2020년 상반기 은행의 기술 역량의 취약점 또

한 드러났다. 조사 참여자 5명중 4명 가량이 COVID-19

으로 인해 부족한 금융 기관의 디지털 역량이 드러났다

는 것에 동의하였다.38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 곳곳에 산

재한 데이터로 인한 기술적 한계는 은행의 디지털 전환

을 저해하는 요소이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 

기관의 디지털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히 코

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중심의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을 
촉진하다

은행의 IT 관련 부서는 오늘날 시장에 존재하는 부담

을 상쇄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를 근시일내에 변화시켜

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 재무조정과 같은 한계

에 다다른 상황에서 은행은 AI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센터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40

은행 IT 부서의 책임자들은 코어 시스템 개선과 같이 

비즈니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담한 움직임을 취해

야 한다. 하지만 모두에게 딱 맞는 코어 시스템 솔루션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시스템이 무엇

인지 결정하기 위해 은행은 현재 보유한 플랫폼의 지

속가능성, 리스크 성향, 상품 혁신의 필요성 등을 평가

해야 한다,

한편 혁신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

요하다. 기존 시스템 사용 중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IT부서 책

임자들은 차세대 기술 뿐 아니라 진보된 머신 러닝, 블

록체인, 퀀텀 기술 등과 같은 그 다음 세대의 기술과 현

재의 기술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

다. 

현재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주 목적은 비용 

절감, 기술 개선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업무를 위한 

기술
다양한 기술이 보유한 엄청난 가치를 
활용하라

37 Tim Adams et al. Realizing the digital promise: Key enabler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financial services, Deloitte and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June 4, 2020.

38 Includes respondents who significantly agree, agree, and somewhat agree.

39 Realizing the digital promise: Key enabler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financial services, Deloitte and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June 4, 2020.

40 Bill Streeter, "Chatbots to the rescue: How conversational AI will save call centers," The Financial Brand, June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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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 목적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진

정한 가치는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 유연성 제고, 규모

의 실현, 혁신 추구, 고객 경험 변화에 있다. 클라우드 

중심의 API 기반 코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행 경영

진은 네오뱅크나 빅테크가 해온 것 처럼 신속하게 상품 

재편을 꾀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들은 향후 1년간 클

라우드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

미(56%)와 아시아 태평양(61%)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직 AI가 널리 도입되지 않았으며41, AI의 가능성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지만, 은행은 AI가 단독으로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42%에 달하는 조사 

참여자들은 향후 1년간 AI 기술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

으로 내다봤다. AI는 클라우드, IoT, 5G, 분산원장과 

같은 기술과 결합되거나 내재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배

가시킬 수 있다. 다만 활용 방식에 상관없이, AI의 윤리

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은행이 데이터의 질, 구조, 거버넌스를 통제하

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진행이 뒤쳐지게 될 것이다.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와 같은 새로운 솔루

션을 통해 데이터의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가 보

유한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은행의 비용 정비 관련 업무에서도 기술 부서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비용 구조의 변화를 위

해 기술이 활용됨을 확실시 해야 한다. 두번째로 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은 기술 프로젝트에 아웃소싱이나 외

부 업체를 사용하는 것을 재점검 해보아야 한다. 절반

에 달하는 조사 참여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아웃소싱

에 의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40%는 시스

템 구축이나 구매 의향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그

림 8).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금융기

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차별화된 전략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를 비롯한 다른 C-레벨의 경영진들은 장기간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

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변

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과, 이 전환에서 기술이 수

행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림 8

재정 및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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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eena Ammanath, Susanne Hupfer, and David Jarvis, Thriving in the era of pervasive AI: Deloitte's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3rd Edition, Deloitte Insights, July 14, 2020.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가 멈추게 되면서 은행의 CFO

와 재무 담당자들은 위기 대비책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

립해야 했다. 지난 10년간 은행이 쌓아둔 견고한 자본 

수준을 통해 단기간의 위험 경감이 가능했으며, 예금 유

입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덜어낼 수 있었다. 한편 팬데믹 초기에 은행은 대출 요

건을 강화했었다. 대다수의 은행들은 적시에 양질의 데

이터를 제공하며 규제 보고 요건을 충족시켰다.

최근 CFO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

으며, 이는 향후 몇년간 은행이 마주한 주요 과제 중 하

나이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재무 관리의 
변화를 촉진하다 

현재의 경제적 혼돈이 가라앉을 때까지 CFO와 재무 

담당자는 유동성을 보전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풍부한 예금 보유량 및 만

족할 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음

에 따라 확보한 현금을 활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42

하지만 시장, 고객, 거래원에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각종 영향도 및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

는 모델링43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과 예측 

없이는 유동성 보전과 자본확충을 이루어 낼 수 없다.44

재무 계획과 분석 과정을 각 사업부 단위에서 진행함

으로써 세분화 수준 및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45 그

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은 대다수의 은행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누구

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

인 시스템, 리스크 성향, 상품 혁신의 필요성 등을 평

가해야 한다.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각종 예측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한 AI를 접목한다면 이 솔루션은 예

상 현금흐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무 부문은 쌍방의 정보 교환 체계 도입, 실시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각 사업부의 역량 강

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인 가치 창출

41 Beena Ammanath, Susanne Hupfer, and David Jarvis, Thriving in the era of pervasive AI: Deloitte's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3rd Edition, Deloitte Insights, July 14, 2020.

42 Nathan Stovall, "Banks left with pockets full of cash and few places to go,"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September 30, 
 2020.

43 Eric Merrill, Adrian Tay, and Steven Ehrenhalt, Crunch time #6: Forecasting in a digital world, Deloitte, 2018

44 Ajit Kambil et al., "Reinventing FP&A for the pandemic and beyond," Deloitte, 2020.

45 Anton Sher, Steven Ehrenhalt, and Jonathan Englert, Crunch time V: Finance 2025, Deloit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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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46 스마트 시나리오 개발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47 

또한 CFO들은 새로운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 모

델을 재구상해야 한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사업상의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재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수

도 있다.

재무 부서의 책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

하고 있다. 조사 참여자 60%이상은 재무 부서에서 클

라우드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 답했으며, 51%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그림 9). 그러나 자동화 관련 지출 예상 및 AI 관

련 지출 예상은 각각 40%, 43%에 그쳤다. 

CFO들은 혁신과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저

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투자수익 증가 등 양질의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자산 분배48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재무 분야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사이언스 및 코딩과 관련된 새

로운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은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분

석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략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

록 반복적이며 불필요한 수동적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은 기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기후 리스크의 영향은 사회전반이나 기

업 평판 뿐 아니라 금융 자체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림 9

은행들은 향후 1년간 다양한 기술 관련 지출을 늘릴 예정이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환경
 및 저장공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로봇자동화
(RPA)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디지털
채널 

71%

60% 60%

51%

43% 40%
37%

29%

재무 부문 종사자들이 밝힌 지출 증가 예상 분야

46 Deloitte, "CFO signals: 2020 Q3: Some economic recovery, but growing skepticism about the pace going  forward," 2020.

47 Jim Kilpatrick, Jason Dess, and Lee Barter, COVID-19: Managing cash flow during a period of crisis, Deloitte, March  6, 2020.

48 John Celi et al., Finance and the future of IT: Funding innovation at the speed of agile, Deloitte Insights, January 15,  2020.

COVID-19 팬데믹은 은행 업계의 리스크 판도를 완

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자산 가격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시장 리스크가 높아졌으며, 은행의 재정 안정성과 리스

크 회복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다수의 은행들이 도입한 

원격근무체계는 새로운 영업 리스크를 불러왔다. 새로

운 지표들로 인해 영업연속성계획(BCP)나 영업행위 

리스크와 같은 기존 리스크에 대한 이목이 강화되었다.

또한 부채 포트폴리오상의 상당한 신용 손실 발생 가

능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용 손실 모델은 

극단적으로 변한 거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

문에 산출 결과값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경제 회

복이 멈추면 신용 손실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규제 당국은 사이버 금융 사기, 자금 세탁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규제기관은 은행이 마주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

해 보다 자주, 자세하게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는 기회

와 함께 온다. 전례없이 변화하는 리스크 판도를 고려

하였을 때, 은행의 리스크 담당자는 기존 리스크 체계

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리스크
새로운 리스크 통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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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개인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신용 리스크 모델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정과 리스크 평가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보다 직접적

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최고 리스크 책임자(Chief Risk Officer)들은 최고 

지속가능 경영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 

er), 업계 내 각종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리스크를 반영

한 새로운 리스크 기준과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OVID-19 이후의 세상에도 리스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리스크 책임자들은 기존

의 거버넌스와 적용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 통합적인 

리스크 접근 방식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기반

으로 삼기 위해 각 사업부에 이를 내재 시켜야 한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부문의 변화를 촉진하다 

먼저 영업 리스크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영업 행위 리스크의 경우, 여전히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고된 영업행위 

리스크 발생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조사 참여자의 

72%는 소속 금융기관에서 영업행위 리스크를 경감하

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로운 감시 및 통제 방식을 통해 강력한 리스크 통제 문

화를 종용하고 활발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리스크 적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리스크 통제 체계 전반에 걸쳐 통일된 데이

터 활용을 달성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여전히 수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들

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질적 향상과 거버넌스와 더불어 또 다른 어

려움은 바로 리스크 통제 설계와 아키텍쳐의 결함이 만

연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열악한 감시 아래의 통제, 

자가 검증, 불분명한 역할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

다. 이제 리스크 통제 책임자들은 리스크 관리의 제 1방 

어선(first line of defense)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스크 체계를 보다 유의미

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실질적인 역량 또한 아직

은 모두 발휘되지 않은 것이다. 

탄소 중립적 사회로의 전환을 포함

한 기후 리스크 또한 은행의 리스크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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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부문별 주요 고려 요소

사업부문

리테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

자산관리

순이자 마진의 낮은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타 은행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수

료 수익 증대를 꾀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누리기 위한 M&A 고려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업부 별로 구조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

고객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최적의 채널 활용 방안 모색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즉각 식별하기 위해 AI를 신속히 도입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 분야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뱅킹 플랫폼 개발 

대체 데이터 및 향상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함

비접촉 및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인화 옵션 제공 

 가맹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돕고 옴니채널 활용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 향상

일반 및 기업 고객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빠르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를 구축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해 보다 접근성 높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고객의 재무적 안정성이나 재무 자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 촉구; 고객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원활한 소통 유지 및 신뢰 향상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적 인사이트, 협력 방안 등을 활용하여 재무 설계사의 생산성 향상

상품 통제 방안을 재정비하고, 원격 근무 환경에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향상

된 규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통제 방안 마련;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각 부서 간, 시장 내부적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상 중심화 또는 기타 유연한 운영 모

델에 대한 모색 

2021년 고려해야 할 주요 전략 및 영업상의 우선순위

본 자료를 통해 2021년과 그 이후를 위해 각 분야별

로 은행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

나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 사업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표에 각 사업부에서 고려할 만한 

주요 전략 및 영업상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사업 부문별 주요 고려 요소

기업 금융 및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자본시장

다양한 경제 분야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있는 기관이라는 선호도를 얻기 위해 

약관 및 상품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채권 재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출 절차를 재정비하고 고객이 직접 활용하는 디지털 셀프 서비스 역

량 확보

고객이 운전자본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가상 계좌 및 노셔날 풀링(notional 

pooling)등과 같은 유동성 관리 방안 강화를 통해 신속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고객 지원 

실물 자산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의 흐름과 합쳐짐에 따라 핵심 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더 나은 글로벌 커머스와 자산 서비스를 위해 금융 생태계의 조화 추구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여 디지털 활용 및 서비스 공유; 조세 채권 업무와 같은 비핵심 업무의 아

웃소싱을 위해 외부 파트너십 모색

시장 불확실성과 원격 근무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고객 상호작용, 거래 감시, 통제 구조를 

디지털화하여 회복력 개선

규모의 경제 실현, 불필요한 조직 제거, 비용 절감을 위한 M&A 기회 모색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실행, 시장 조성 등 미들 오피스 기능을 주로 수행

하는 플로우 플레이어(flow player, 낮은 상호작용/높은 거래량) 또는 고객 대면 및 유

치, 고객 요청 사항 관리 등의 프론트 오피스 기능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캡쳐러(client 

capturer, 높은 상호작용/낮은 거래량)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추진

원격 M&A 실사, 고객 발굴, 고객 온보딩(client onboarding)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

차의 디지털화 또는 자동화; 금융 기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인사이트 도출 

사업부문 2021년 고려해야 할 주요 전략 및 영업상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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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가속화 및
성장으로의 전환

Gary Shaw, Neal Baumann 외 4인

주요 메시지

COVID-19 팬데믹은 보험업계 영업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단기간 내에 원격 근무 및 

비대면 고객 영업을 촉진하였던 한편 디지털 역량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보험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전망 서베이에 따르면 팬데믹 발발 이전

보다 비용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보험사가 전체적인 비용 삭감을 

진행하기 보다는 팬데믹 이전에 계획했던 투자들을 미루어 해당 자금을 현재 시점에 중요한 

프로젝트나 인사 관련 비용에 배정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비대면 영업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사업 활동들이 금년도 내에 가시화되며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보험사들은 필요에 의한 재창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비대면 

영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는 보험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사이버 리스크나 비즈니스 혼란과 같

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2021 보험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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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혹은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변

화들이 일어났다. COVID-19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소비자 및 노동자의 니즈, 행태, 기대감을 완전

히 뒤바꾸어 놓았으며 보험사는 단 기간 내 비대면 영업

으로의 전환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종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였던 반면, 보험사는 여전

히 신년에 성장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

애물들을 마주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금융산업본부에서 진행한 글로벌 전망 

서베이에 따르면 2020년 한해의 대부분을 팬데믹에 

적응하는 데 할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사들

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00명 

의 보험사 경영진 중 48%는 팬데믹으로 인해 "보험업

계가 경제 위기에 상당히 미비했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단 25%만이 "영업 및 재무 회

복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실행 방안이 존재했다" 라고 

응답하였다.(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법

론" 참고)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은 중점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팬데믹을 비롯한 기타 자연재해로 인

해 많은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각종 행사의 

취소나 종업원 보상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보유한 곳들

에서 이러한 타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북미의 한 손해 보험사가 

상반기 발표한 연간 예상 GAAP 기준의 평균 자본 대

비 영업 수익률이 전년도 8.3%에서 2.8%로 하락했으

며, 이는 COVID-19과 관련된 발생 손실액 68억달러

와 주요 부문에서 보험료 감소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1 S&P보험산업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S&P500의 수익률보다 24.6%나 

뒤쳐졌다.2 

팬데믹이 고용, 사업 활동 그리고 무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글로벌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전반에 걸쳐 큰 변동폭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선진

국 시장에서는 1%의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3 그

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2021년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신흥국에서 나타날 7%의 

성장이 이를 주도할 것이다. 4

팬데믹과 이로 인한 후속적 영향은 다른 그 어느 부

문보다도 손해보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종업원 보상 상품을 예로 들면, 대규모의 실업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으며,5 딜로이트의 미국 수입보험

료 전망은 2022년 4분기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

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6  또한 셧다운이나 파

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규모 업장에 대한 수입보험

료 또한 향후 더 많은 소매업자, 식당 등이 문을 닫게 된

다면 회복이 더뎌질 것이다.

한편 팬데믹 기간 중 운전량이 줄어든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당한 수

입보험료 손실을 보았지만 사고율 감소로 인해 수익률

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7

팬데믹과 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과 연
금보험의 판매가 감소할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적으로 6% 감소할 것이며, 선진국에서 8% 감소가 나

타나고 2021년 전반에 걸쳐 3%의 회복을 보일 전망이

다. 선진국이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사이 신흥국은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8

한편 연금보험이 받은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종류의 연금보험 수입이 2분기에 두 자

릿수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확정연금과 변액연금 상

품이 서로 교차되어 투자 하락 리스크의 영향이 제한적

인 지수 연계 상품만이 제외적이었다.9

연금보험 및 장기 생명보험 상품의 성장과 수익성

은 2021년에도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10년물의 경우 계속해서 마이너

스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10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사

회는 적어도 2023년까지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

지할 것이라 전했다.11 저금리 익스포져 상승으로 인해 

투자 채권의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보험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12 저금리로 인해 이익이 감소

하게 되면 연금상품 또한 금년도 판매량이 줄어들 전

망이다.13

뿐만 아니라 생명 보험사들은 대공황 당시 모기지론

으로 인한 손실보다 50%나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

이다.14

다만 적어도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망보험

상품의 가치를 깨닫기를 희망하였지만 J.D.Power 연

구를 통해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당시 

그림 1

그림2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선진국에서 
다소 주춤하겠으나 신흥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021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
망이다

참고: A는 평균(average), E는 추정치(estimate),
F는 전망(forecast)을 의미함
출처: 스위스리(Swiss Re) 재단, sigma No. 4/2020.

참고: A는 평균(average), E는 추정치(estimate),
F는 전망(forecast)을 의미함
출처: 스위스리(Swiss Re) 재단, sigma No. 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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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

20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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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맞이하는 
보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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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COVID-19의 사망자가 200,000명을 넘

어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정

보 및 높은 비용, 거래의 복잡성" 으로 인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고 응답했다.15 이는 보험업계가 

고객 인식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본적인 문

제부터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3

2020년 2분기 미국 내 연금보험 전체 판매량이 급감했다

참고: 모든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 
출처: LIMRA, "Secure Retirement Institute: Total US annuity sales tumble in the second quarter amid economic fallout  from 
the pandemic," July 27, 2020.

2021년과 그 이후에 대비하라

기업들은 COVID-19위기의 3가지 단계인 대응,  

회복, 성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16 팬데믹이 발발

했을 때, 보험사들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곧바로 대

응 조치를 취했으며, 고객과 사회사 이겨나갈 수 있도

록 도왔다.17 2021년을 맞이하면서, 보험사들은 보다 

장기적인 회복 대응책의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공

격적이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 상

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성장이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

는 성장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3분기 미국 전망에 따르면, 55%의 확률

로 2021년에 인구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맞는다면 경

제는 "성장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 18

다만,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

우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의 발생 확률

은 25%이다.19

이러한 상황과 보험사가 마주한 다른 어려움들까지 

고려하여, 딜로이트의 글로벌 서베이를 활용한 금년도 

전망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자 보험산업 리더들이 따르고 있는 전

략과 금년도 보험산업을 성공적인 위치에 되돌리고자 

시행중인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사들이 영

업, 기술, 인사, 재무적 측면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

야 하며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

사하였다.

Q2 2020상품종류

$48.8B연금보험 전체

$28.3B전체 확정연금

$20.5B변액연금

$1.5B일시납 즉시형 상품(SPIAs)

$4.5B지수연계형 상품(RILAs)

$370M연기형 상품(DIAs)

% CHANGE FROM Q2 2019

-24%

-26%

-20%

-44%

8%

-50%

15 BusinessWire, "Life insurance customer satisfaction flatlines despite pandemic fears, J.D. Power finds," accessed 
 November 4, 2020.

16 "The essence of resilient leadership: Embedding trust into the Recover playbook," Deloitte, April 22, 2020.

17 Anuj Maniar, Insurers step up as financial first responders: Supporting clients and communities, Deloitte Insights, May 12, 
 2020.

18 Daniel Bachman, United States Economic Forecast: 3rd Quarter 2020, Deloitte Insights, September 14, 2020.

19 Ibid.

보험사 영업 전반에 걸쳐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되어

온 비용 절감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상쇄시

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빠른 혁신, 회복, 미래 성장 동

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

로 남아있다.20 

서베이 참여 기업 중 61%가 향후 12~18개월에 걸

쳐 11%~20% 정도의 비용 삭감을 진행할 것이라 응

답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호주나 일본의 경

우 35%가량이 20%이상의 비용 삭감을 예상하고 있

으며, 이는 유럽의 19%나 북아메리카의 11%와 비교

되는 수치이다(그림 4).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서 비용 삭감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

지 비용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

요한 비용을 줄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투자를 나중으로 

미뤄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분야에 먼저 자금을 배정하

기 위한 것이며, 지역(그림 5)과 기술(다음 장 참고)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 Hanif Sidi et al., "Re-envisioning expense management: How insurance companies can prepare for the future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expense-minded solutions," Deloitte, September 2020.

비용 통제 지속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한 자금 집중

그림 4

향후 1년간 예상되는 비용 삭감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전체

21%

16%

17%

18% 22%61%

49% 35%

65% 19%

68% 11%

0%에서 10% 11%에서 20%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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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업의 우선순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상품개발

인수

유통

보험금 지급

북아메리카/유럽: 파라메트릭 상품 제공

북아메리카: 자동화 확대

북아메리카: 새로운/개선된 온라인 역량
  설계사/중개인 사이버 보안 강화

북아메리카: 보다 향상된 데이터 분석 활용

아시아 태평양: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건
강 상태 등에 기반한 보험 상품 출시 혹은 확대

유럽: 계약인수조건 강화

유럽: 새로운/개선된 모바일 앱;
      설계사/중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아시아 태평양: 대체 원천 데이터 추가

아시아 태평양: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구축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활용 확대

신상품 개발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파라메트릭 상품이란?

보험에 가입된 특정 재물의 손실로 인한 보

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유발하

는 사건 발생 시 지급하는 상품

파라메트릭 상품과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보

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들이 등장했다. 파라메트릭 상품

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보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상품 개발 영역이지만, 아시아에서는 3위에 그

쳤다. 재해보험 분야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이 개념은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바이러스 발병에 적용될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런던 로이드 보험은 최근 IT관련 문

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상의 손실을 보전

해주는 파라메트릭 보험을 출시했다.21

팬데믹으로 인해 운전자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

남에 따라 보험사는 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팬데믹 기

간 중 실시된 딜로이트의 글로벌 운전자보험/주택보험 

소비자 서베이에 참여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보다 개

인화된 상품의 등장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한가지 상품이 여러가지 종류의 교

통수단과 관련된 보장을 제공하는 등 더욱 다양한 보장

을 제공하는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22

유통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균형을 맞
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베이 참여 기업의 40%는 온라인 채널의 직접 판

매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의 고객들이 보험 설계사와의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그리 놀랄만

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고객탐색부터 세일즈 관

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사와 중개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유럽 보험사들은 어려움

을 겪는 설계사나 중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한편 이러한 방안은 

북아메리카에서 중요도 순위 8위에 그쳤다.

이러한 도움들은 호응을 얻었을 것이라 보이는데,  

미국 독립 설계사 & 중개인 협회의 서베이 참여자 절

반 가까이가 사업체 보험 고객 상당수의 이탈을 경험

하였으며, 2020년 수익이 감소하였고, 70%가 팬데믹 

기간 중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Payroll Protection 

Program loan)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

답했기 때문이다.

한편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북아메리카 보험사들에게 첫번째로 중

요한 이슈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두번째, 유럽에서는 세

번째를 차지했다. 

보험 인수 업무의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인수절차를 혁신하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노동 집약적인 데이터 수집과 프

21 Matt Sheehan, "Lloyd's launches parametric policy for business interruption," Reinsurance News, September 30, 2020.

22 Rohit Malhotra, Anuj Maniar, and Sam Friedman, "US insurance consumers open to innovative personal lines  concepts," 
 Deloitte, October 7, 2020.

23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 Brokers of America, "New Big I survey reveals COVID-19's impact on independent 
 agencies," press release, August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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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싱 업무를 단순히 자동화하는 작업 그 이상을 추구

하고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인공지능(AI), 대체 원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진보된 예측 모델을 활

용하여 보험사 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러한 진보된 

기술이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나 보험 중개인 또

는 대형 고객사와의 상호작용 범위를 넓히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다.24

일례로 중국의 평안보험은 스마트 보험인수 플랫폼

에 진보된 리스크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자동화된 인수 

체계를 통해 2019년 한해 1,8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계약 96%를 승인하였으며, 기존에 3.8일이 걸리던 인

수 작업이 단 10분만에 가능해졌다.25

보험사들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투자를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북아메리카 보험사들은 인수 업무의 자동

화 증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유럽에서

는 중요도 4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위에 그쳤

다. 인수 업무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도는 8위

였지만,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예측 모델을 개선하는 것은 전 지역에서 5위 이

하를 나타냈다. 

보험금 청구가 비대면화 되는 것은 차
별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팬데믹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

지던 보험금 청구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26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보험금 청구 확대"

가 전 지역에 걸쳐 중요도 4위에 그친 것은 놀랄만한 일

이다. 경기 침체기에 보험 사기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행태를 보임에도 불고하고 "보험금 청구 사기 적발 역량 

증대" 또한 중요도 6위에 그쳤다.27 이러한 결과들은 비

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고객 유지 핵심 요소, 심지어는 

경쟁적 차별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신기술이나 대체 데이터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

술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와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중

요시하는 파트너사 협력 및 인재 개발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28 영국 내 취리히(Zurich) 보

험은 카르페 데이터(Carpe Data)와 협력하여 보험금 

청구 과정을 자동화 및 간소화하고, 대체 데이터를 활용

하여 사기 건을 적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29

장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들은 "비대면 보험금 청구 프 

로세스가 만연해지게 되면서 업무 인력의 고령화에 대

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30  

규제 준수와 관련된 어려움 증가  

규제기관은 전염병과 관련된 보장에 대한 분쟁,31 보

험업무의 비대면 확대로 인한 소비자 보호32 등 팬데믹 

기간 동안 다양한 부문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보험사들

이 다루어야 할 팬데믹과 관련 없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

들이 존재한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 6 과 딜로이

트 2021 보험 규제 전망 참고) 

24 Britt Van Dalen and Nikhil Gokhale, The exponential underwriter, Deloitte Insights (to be published in February 2021).

25 Ping An Insurance (Group) Company of China, "Announcement of audited results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19," 
 February 20, 2020.

26 Michael Cline, Kedar Kamalapurkar, and Anoop Mehendra, "Future of claims," Deloitte, August 2020.

27 David Hartley, "Recession ahead! Time to bolster fraud defenses," National Underwriter, June 8, 2020.

28 Cline, Kamalapurkar, and Mehendra, "Future of claims."

29 "Zurich UK partners with Carpe Data to fight fraudulent claims," NS Insurance, March 11, 2020.

30 Cline, Kamalapurkar, and Mehendra, "Future of claims."

31 Jim Sams, "Some insurance regulators skeptical about business interruption claims," Claims Journal, April 27, 2020.

32 Cline, Kamalapurkar, and Mehendra, "Future of claims."

그림 6

2021년, 보험사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팬데믹과 관련된 어려움

영업행위

사업 환경 변화

근로자 보상

지급여력문제

규제기관은 COVID-19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 처리, 급격한 업무의 비대면 전환

의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VID-19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결과 및 업계와 정부

가 향후 팬데믹 사태 보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접근 방식을 

취하려 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관

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부채 감면 논쟁

은 지속될 것이다.

COVID-19 관련 손실 및 대재해 손실(미국 서부지역 화

재)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인가?

영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고려할 만한 

비용 절감 요소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설계사 및 중

계인 지원 방안과 직접 채널 확대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

인가? 

경기 침체에 따른 보험 사기 증가

가 우려됨에 따라, 제한된 예산을 

활용하여 적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 국가보험위원회(NAIC)이 제시한 보험사의 AI시스

템 운영 원칙에 따라 보험사의 인수절차, 가격책정, 보험

금 심사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

규제기관 및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보험사의 이사회 및 

운영진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보험 계약자에 대해 노출 위험이 큰 대재해 

보장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

해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것

이며, 일부 보험사는 이를 기회로 삼아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환원하는 선제적 조치

를 취하고자 노력 중이다.

팬데믹과 관련 없는 어려움

인공지능

사회적 불안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21년 고려해야 할 영업 목표

출처: 딜로이트 리스크 재무 자문 본부, Deloitte & Touche LLP.

출처: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산업 분석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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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원격 근무로의 전환, 고객 및 각 채널과의 결합을 유

지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측

면에서 기술은 보험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79%

의 응답자가 팬데믹으로 인해 보험사의 디지털 역량과 

전환 목표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영업 업무 담

당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87%까지 증가하였다. 

서베이 응답자 95%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디지

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거나 가속화 계획을 수립 중이

라 밝혔다. 이를 추진중인 유럽(59%)이나 북아메리카

(55%) 보험사가 41%에 그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

험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그림 7).

그림 7

유럽 소재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 계획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향후 6-12개월 내에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디지털 
역량의 부족을 경험한다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59%

55%

41% 52% 8%

41% 5%

37% 3% 1%

이미 도입함 도입 예정에 있음 도입 예정 없음 모름

보험사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성장 단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설문에 참여한 CIO 대부분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기술 관련 지

출을 재분배 할 예정이라 밝혔다(그림 8). 설문 대상 기

업에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 중 가장 상위를 차지

한 것은 사이버 보안이었다.

전 지역에 걸쳐 2/3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이버 보

안 관련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재

택근무를 수행 중이며 데이터와 시스템이 기존의 보안 

체계를 벗어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리스크는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부인, 외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나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

쳐야 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제도 도입을 고

려해야 하며, 기술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설계" 를 추

구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부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기기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키는 보안 기술 적용을 고려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전사 측면에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가

이드라인과 에티켓에 집중한 교육과 인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8

주요 투자 우선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데이터 분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저장공간

데이터 보안

데이터 분석

디지털 채널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로봇 자동화 기술

48%18% 19%

42% 29%

40%

37%

34%

28%

27%

23%

27%

35%

38%

34%

36%

29%

20%

14%

16%

25%

25%

36%

2%

3%

2%

2%

1%

7%

11% 3%

14% 2%

상당한 지출 확대 예상

약간의 지출 감소 예상

약간의 지출 확대 예상

상당한 지출 감소 예상

지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17%

13%

13%

12%

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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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중요 기점에 
도달했다

클라우드 기술로의 전환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루어

져 왔지만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을 추구함에 따라 더욱 

중요도가 높아졌다.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하

는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인해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클라우드를 통한 혁신과 유연성도 실현이 가능

해진다. 클라우드 기반을 다짐으로써 보험사들은 신속

하고 비용 효율적인 통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됨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는 2021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림 9).

클라우드 투자를 우선으로 삼기 위해 보험사들은 대

고객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과 개선을 취해야 하며 이

를 통해 고객 및 채널 간 다양한 교류 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문서화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핵심 시스

템을 마련해야 한다. 푸르덴셜의 경우 2020년 9월 비

테크(Vitech)사의 클라우드 기반 V3locity를 전사 보

험 업무의 핵심 관리 플랫폼으로 도입했다.33

보험사들은 클라우드 도입이 단순한 IT 시스템 업그

레이드 이상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은 인사 및 업무 절차를 중

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변화의 일부로서 추진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 또한 중요 사안 중 하나

인데 이는 암호화나 적합한 보안 조치, 접근 통제 및 클

라우드를 통해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 데이터 보호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딜로이트 컨설팅

그림 9

비즈니스 및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클라우드의 장점

수요 중심 서비스;

사용량에 따른 비용 지불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접근 가능성

신상품 도입이나

신규 시장 개척에

대한 부담 완화

신속한 변화 및

확장 가능

언제나, 어디서나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근성

IT 유연성/신속한

시장 접근 가능

비즈니스 측면 기술적 측면

33 Vitech, "Prudential selects Vitech's V3locity for cloud-based group insurance administration," PR Newswire, September  8, 
 2020.

34 Val Srinivas and Sam Friedman, Redesigning customer privacy programs to enable value exchange: How financial services 
 firms can make privacy a competitive differentiator, Deloitte Insights, November 9, 2020.

35 Amy Danise, "How fast can I get life insurance?," Forbes, March 14, 2020.

36 Yuan Rao, "Three challenges to effective data analytics use in insurance," National Underwriter PropertyCasualty360, 
 January 28, 2020.

원천 데이터 요소와 분석 기술이 확장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또한 중요 사
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관련 규제와 사이버 보안 관련 우려가 증대됨

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보험사 경영진이 참여하

는 의사결정 요소로 자리잡았다. 설문 참여 대상자의 

52%(10명의 CEO/사장 직책 포함)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데이터 관련 규제와 사이버 보안 
관련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보험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요소로 자리잡
았다. 

그러나 27%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하였으며 22%

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도 하였

는데 이는 향후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안이다. 기

존의 규제를 넘어서는 역량을 보이고 싶다면 보험사들

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종류

의 데이터와 관련된 가치를 제공하여 선제적이고 투명

한 대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경쟁력으로 키

워야 한다.34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규제 압박

으로 인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3의 정보 

수집 기관, 기타 데이터 원천 등이 보유한 데이터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상된 기술을 활용 

한다면 보험사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과거에는 기술적이나 재정적 문 

제로 불가했던 실시간의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49%의 응답자(응답자 중 북아메리카 

소속 비율 56%)들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투자를 

늘릴 것이라 응답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목표는 인수 절차를 단축시키는 한편 고객 경험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뉴욕 기반의 인슈어테크 기업인 폴라

이시지니어스(Policygenius)의 경우 일부 가입 신청 

고객에게 검진 기록 없이도 과거 진료 및 처방 기록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 가입 심사 기간을 단축

시켰다.35

데이터 중심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대내외적 데이

터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향상된 분석과 자동화 역량

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하며 스케일 조절이 용이한 기반

을 필요로 한다. 보험사들은 가치 및 신규 데이터 창출

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과거의 레거시 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36

2021년 고려해야 할 영업 목표

출처: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산업 분석 본부

장기간의 주요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관련 지출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가?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견고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특정 업무를 위해 개설된 조직을 

장기간의 업무로 재배치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기술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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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직원들은 COVID-19이 미친 영향에 취약

했다. 조사 참여 대상자가 속한 보험사의 60%가 무급

휴가 또는 해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50% 이상은 

임직원 보상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봉 인상이나 성과

급의 제한 또는 승진 유보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일으킨 효과는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났지

만 북아메리카의 경우 보다 다양한 제한/절감 조치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0). 영업 및 재무적 안

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39%의 응답자들은 향후 보상이

나 인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향후 직원들 
대부분을 재택근무에서 복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VID-19의 간헐적 유
행의 리스크와 대규모의 백신 접
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
은 직원들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우
려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근무 방식 변화 계획과 
하이브리드 인재 육성 방안 간 균형을 
맞춘 인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10

인사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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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은 업무 환경에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켰다

사무실 폐쇄와 이동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전환이 가

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

러나 이러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보험사는 인사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

업무 장소: 기존 업무 환경에 익숙한 수많은 

보험사들은 생산성과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의 만연 및 가상 업무 전환으로 

인해 등장한 어려움들을 해소해야 했다.

인재 관리: 원격 근무 중인 임직원들은 적절

한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많은 직원들이 육아, 봉양 등 유

연한 근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의

무와 업무의 충돌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 임직원에게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해야만 했다.37 또한 학생들의 원격 수업

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0년 9월 미국에서

만 남성의 4배에 가까운 여성 인력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38

업무 기대치: 원격 근무 시행에 따라 임직원

에게 기대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

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온

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가 약

간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

로 인해 업무의 본질이 변하게 되면서 임직원 

재교육이 필요해졌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이들은 사무실 근무로 복

귀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글로벌 보험사들은 향후 현행 재택 근무 체

계에서 벗어나 사무실 근무 체계로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의 간헐적 유행의 리스크와 

대규모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확실성39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심지

어 74%의 조사 참여자들은 COVID-19 이후 소속 기

업의 성패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이들은 COVID-19 상황과 관계

없이 사무실 근무로 복귀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에 의문

을 갖게 될 수 있다.

조사 참여자들은 사무실 근무 복귀를 요청 받은 임직

원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했다  

(그림 11). 적절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험사들은 부

담감을 줄이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사무실 공간 이동을 제한하고, 접촉 추적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부의 활동을 기록하는 휴대전화 앱을 설

치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대다수 글로벌 보험사가 원격 근무 조치를 적어도 

2021년 중반까지는 유지할 예정임에 따라 "일상으로

의 복귀"를 기준으로 한 인재 전략을 근무환경과 무관

하게 생산성, 협력,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7 Avie Schneider, Andrea Hsu, and Scott Horsley, "Enough already: Multiple demands causing women to abandon 
 workforce," NPR, October 2, 2020.

38 Ibid.

39 Dr. Bertalan Mesk, "Will there be a second wave of COVID-19?," The Medical Futurist, July 30, 2020.

그림 11

사무실 근무 재개 시 임직원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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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업무 환경별 근무 방식 변경 실행 방안 및 시사점

출처: 딜로이트 컨설팅

기존의 업무 전략은 단기 및 장기에 걸
쳐 재편성되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기존 전략을 변경하고 가상 업무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로드맵을 구

상하여야 한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의 경우 팬데믹이 발발

했을 때 98%의 임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취했

던 것을 장기적인 기술 투자로 전환하여 일부 사무실

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도 하였다.41 일부는 원격근무

와 사무실 근무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

거나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세상에서도 보험사의 업무 문화를 유지

하기 위해 각 사의 운영진은 3가지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12): 기존 방식 고수(모든 임직원이 

사무실 복귀); 변화 추구(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선

구자(대다수 원격 근무)

팬데믹 이후 기업의 비전은 경영진에게서 비롯될 것

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진은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

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각 부서장은 보다 

좁은 범위에서 조직 및 문화의 변화를 주재하는 마이크

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균형 잡힌 접근

을 위해 혁신 추구 방식을 선택한 경우 교대 원격 근무

를 수행하게 될 업무 분야를 결정해야 한다.

정의

사무실 근무가

중심적인 기업 문화

임직원 대다수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

현재로서는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과 경쟁

근무 환경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현재의 공간 활용

팬데믹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 근무 환경 변화 보류 가능성 존재

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조합이 

중심인 기업문화

임직원이 원격근무 

혹은 사무실 근무 환경 모두를 선호

재택근무 및 사무실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지속적인 생산성 관리 및 기업문화 유지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 인력에 대한 새로운 역량 및 기술 인프라 

요구(예: 업무 툴, 프로세스, 데이터 안정성)

근무 환경 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맡기는 기업문화

임직원들에게 개인의 필요에 따른 

근무 환경 선택의 자율을 맡기거나, 

협업을 위한 공간 제공

재택근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이벤트/협업을 위한 공유 업무 공간 제공

기업 문화, 생산성 유지, 성과 측정, 가상 업무 환경에서의 팀 리더십 함양 및 유지 

원격 근무 지원을 위한 기술 활용(개인 및 팀 업무 모두에 대해 지원)

기존 방식 고수

변화 추구

선구자

COVID-19  이후의 시사점

임직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 직원 웰빙 프로그램이나 유연 근무 제도와 

같은 정형화된 원격 근무 관련 규정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원격 근무 인력에 대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완전 원격근무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을 선택한 보험사의 경우, 대면 교육의 부재를 보강하

거나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야 한다. 소규모로 교육을 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로부터 가상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존재한

다(그림 13).

리더십 및 기업문화
경영진 수준에서 공동의 기업문화와 협업을 강조한다.

부서장들은 마이크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부서 단에서 소통 및 체계를 관리하여 기업문화 및 협업을 정립해야 한다.

소규모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는 직원 간 소통 및 네트워킹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원급의 직원들을 과차장급 직원과 연결함으로써 
저연차 직급 직원들의 각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원격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채용, 
신입사원 교육, 성과 관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임직원 및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인사, 보상, 출장, 비용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활동 및 대면 접촉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다.

교육 및 인재 양성

인사 체계

그림 13

원격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리더십, 조직문화 인사체계 및 교육, 
인재 양성 관련 요소

출처: 딜로이트 컨설팅

41 Insurance Journal, "Nationwide's left the building. Insurer makes remote work permanent in 5 States," April 30, 2020.

기존 인사 관리 모델에 변화를 주
기 위해서는 채용, 신입 직원 교육, 
성과 관리 프로토콜 등을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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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인정 및 포용을 위한 노력이 우
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팬데믹과 관련된 인사 문제들을 넘어, 직원들의 불평

등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67%에 

가까운 조사 참여자들은 소속 보험사가 채용, 인재 양

성, 리더십 선발에 있어 다양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유럽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75%), 그 뒤를 아시아 

태평양(65%)과 북아메리카(61%)가 이었다.

보험사들은 퇴직 연령에 다다른 직원이 점점 증가함

에 따라 이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밀레니얼과 Z세대 인

력을 충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데

이터 분석이나 자동화 기술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노력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전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고려해야 할 인사관리 관련 목표

출처: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산업 분석 본부

2021년을 맞이하며 재무 담당 임원들은 적정 수준

의 기민한 대응력, 자산 분배, 성장성을 갖추기 위해 업

무 절차와 투자 내역을 재평가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의 25%만이 계속되는 보건 위기와 경기 침체 속

에서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계

획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는 소속 기업이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한편 딜로이트의 2021 전망 조사를 통해 97%의 응

답자가 COVID-19이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에 대해 계획 수립 및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는 아주 다양하

게 나타나며 지역별로 그 양상이 서로 다르다. 북아메

리카의 경우 임직원 보상 체게를 정비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사업 기능의 능률성 제고가 

그 뒤를 잇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효 

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투자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림 14). 유럽에서의 기술 투자는 비교적 단기 전략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42%의 조사 참여자들은 적

어도 2021년에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취

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14

향후 6-12개월 간 재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재무보고, M&A, 세무 전략을 위한 
우선순위를 재구성 해야한다

북아메리카

아웃소싱 35% 35% 29%

혁신 전략 시행 가속화 33% 37% 36%

조직 분권화 24% 32% 29%

조직 집권화 39% 31% 27%

조직 재편성 및 영업비용 감축 35% 24% 36%

신규 지출 및 투자 보류 26% 28% 36%

자산 효율성 개선 36% 38% 36%

M&A 추진 32% 38% 26%

수익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부 처분 36% 22% 30%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도입 32% 43% 38%

재량 지출 감축 26% 31% 36%

장기적인 기술 프로젝트 취소 혹은 연기 29% 41% 33%

임직원 보상 및 채용 계획 조정 44% 37% 36%

사무실 등의 부동산 면적 조정 39% 26% 24%

유럽 아시아 태평양

원격 근무 환경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이러한 환경

에 놓인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혁신과 협력을 중시하기 위해 원격 근무 

환경에서 취해야 할 직원 간 

소통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기업 문화와 조직의 포용성은 어떻게 

재정의 되어야 하는가?보다 강화된 지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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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재무보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재무보고 기한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보험사 재무 부서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딜로이트가 작년 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계리 및 결산 업무 환경 전환은 순조롭게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모든 보험사

는 결산 자동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57%는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의 핵심 협업 역량 및 

소통 능력의 개선을 취할 것이라 응답했다. 또한 단 일

부만이 통상적인 재무보고 기한에 중대한 지연이 발생

했음을 보고했다.42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재무 보고 체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는 뉴

욕 금융감독청이 보험사들에 대해 기후 리스크 관련 공

시를 요구한 것이다.43 뿐만 아니라 생명 보험 및 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FASB의 장기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업데이트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보험부채와 이연 신

계약비를 측정하고, 인식하고, 공시하는 방식에 근본적

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M&A에 대한 전망은 예상보다 적극적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M&A 동향은 2019년 상반기와 동

일한 수준이었다.45 COVID-19이 전세계적으로 퍼지

기 전 이미 상반기에는 대다수의 거래가 성사된 시점이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6 한편 의료, 정치, 경제, 글 

로벌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M&A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말

에 미국에서만 25개의 보험사가 M&A 거래를 발표했

으며, 예상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47

31%의 조사 참여자들은 보험사들이 M&A를 확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한 반면, 단 4%만이 확실하게 

M&A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M&A가 확대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37%, M&A 확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은 4%로 나타났다.

새롭게 성사되는 M&A 거래는 보험사의  우선순위 

및 전략 변화를 나타낼 것이며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

날 것이다(그림 15). M&A 계약 추진을 고려하고 있

는 보험사들의 주된 목적의 상위 3가지 중 하나는 해외 

지사 매각이었다. 일례로 악사는 그리스 사업을 제너럴

리에 매각하고48, 싱가포르 사업 또한 매각하는 것을 고

려하고 있다.49

또한 적어도 미국에서는 신규 기술 역량 도입이 

M&A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사에게 있어 보다 풍부한 역량을 가진 인슈어테크

를 인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영업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푸르덴셜은 인슈어테크가 보

유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층에 접

근하기 위한 어슈어런스 IQ(Assurance IQ)의 인수를 

발표하였다.50 이러한 움직임의 일부는 동맹과 파트너

42 "COVID-19: Virtual close preparedness," Deloitte, accessed November 4, 2020.

43 Zachary Warmbrodt, "New York directs insurers to disclose climate risks for first time," Politico Pro, September 22,  2020.

44 FASB, "FASB improves accounting guidance for insurance companies that issue long-duration contracts," press  release, 
 August 15, 2018.

45 Ivor Edwards, Joyce Chan, and Vikram Sidhu, "Insurance Growth Report 2020: Midyear update," Clyde & Co., August  17,  
 2020.

46 Ibid.

47 Deloitte analysis utilizing SNL Financial M&A database.

48 Jan-Henrik Forster and Sonia Sirletti, "AXA weighs $177 million sale of Greek business to Generali," Insurance Journal, 
  August 14, 2020.

49 Business Insurance, "AXA mulls sale of Singapore unit," August 11, 2020.

50 Lea Nonninger, "Prudential has acquired InsurTech Assurance for $2.3 billion," BusinessInsider, September 9,  2020.

그림 15

그림 16

주요 M&A 목표

M&A전략 체계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출처: Iain Macmillan, Mark Purowitz, and Sriram Prakash, M&A 와 COVID-19: 새로운 지평 형성,딜로이트 컨설팅, 2020.

십을 위한 것으로 매매의 정의를 보다 확장시키는 사

례가 될 수 있다.

M&A 전략은 보험사들이 기존 시장 보호, 회복 가속 

북아메리카

방어적 전략

잔존가치

강함

약함

약함 강함
영향력

영향도

자본 형성 방안 모색
영업 효율성 개선 혹은 비즈니스 
유연성 향상

경쟁 환경에 맞추어 영업 모델 변화
"새로운 세상의 법칙"에 대비하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보호

해외 사업부 매각

신규 기술 역량 도입

새로운 인재 선발

기존 채널 확장 사업 확대

기존 보유 상품 판매

해외 사업부 매각 해외 사업부 매각

미국 내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

신규 채널 진입 신규 상품 라인 도입

유럽

공격적 전략

미래 대비를 위한 변화

포트폴리오 재편성
주변에서 신규 수익 창출 방안 모색 

네트워크의 힘을 통한 
"새로운 세상의 법칙" 정의
"경쟁 우위" 확대를 위한  투자

시장 판도 변화

아시아 태평양

화, 성장 추진 등의 포지셔닝을 취하는 방향에 따라 공

격적 또는 방어적 형태로 체계가 구성될 것이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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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21년 보험업계가 주목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는 무엇인가?

출처: 딜로이트 세무 자문 본부

미국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와 유사한 
OECD의 Pillar 2 – 글로벌 최저한세율

COVID-19 의 영향

미국 세제 개혁

기존에 "최저 세율" 이하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던 것과 달리, 최저한세율을 통해 각 국가는 세수 이익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이 최저한 세율에 대한 상세 내용 다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험사들은 예상되는 세율을 모델

링 하기 위한 개발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종 결정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COVID-19의 전파로 인해 2020년 법률 제정에 혼돈이 있었으며, 미국의 다양한 조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에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경제 및 정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편 추가적인 입법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21년 세무 계획은 입법 예고, 경제 및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적응

하기 위해 세무 모델링과 구조화에 투자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28% 로 인상, 해외 

에서 발생한 저과세소득(GILTI)에 대한 실효세

율을 21%로 인상, 장부상 손익이 1억 달러를 초

과하나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 회

계상 손익의 15%의 세율로 최저한세 부과를 하

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보험사들은 향후 조세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정책은 세금 감면 및 일

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의존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향후 몇 년에 걸쳐 효력을 발

휘할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에 포함된 법인 수

익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COVID-19으로 인한 연방 정부 지출 증가로 인

해 현 정부가 과거 대비 낮은 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2021년 고려해야 할 재무 관련 목표

출처: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산업 분석 본부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

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핵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 위축되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부 매각, 고객층 이탈 방지, 또는 

혁신 가속화를 위한 공격적 / 방어

적 M&A 계획을 선택하기 위해 무

엇을 할 것인가?

향후 입법, 경제 상황,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세 전략을 

취할 것인가?

향후 몇년간 보험사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다양한 것

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는 팬데믹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이 해소되는 동시에 입법 기관과 보험산업의 

주요 책임자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이

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도 존재한다. 본 조사 참여자 77%는 보

험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북아메리카의 경우 88%의 응

답자가 동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기후 지속 가능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 것에 미루었을 때, 이는 단

순히 현재의 기후 변화에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알 수 없는 것에 

것에 대비하는 것" 이다. 충격에서 회복하고자 취해진 

조치들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와 대면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들로 주를 이루

었는데 이는 보험사, 판매 채널, 보험 계약자에게 장단

기적으로 어떠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COVID-19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세계 경제는 일단 회복 기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급격한 디지털화는 곧 연결성에 대한 의

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기록할 만한 변화들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보험 업계 및 계약자에 대한 디지

털 전환 리스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객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보험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도 하다. 디지털 전환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

한 보험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신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보험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제 환경은 보다 유연

해졌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였으며, 실시간의 데이터

와 향상된 기술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

은 개인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소유자 보험, 근로자 보

상 보험 간 경계가 흐려진 상황에서 획일적인 사고 방식

을 되돌아봐야 한다. 생명 보험사들 또한 실시간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웰니스에 집중하는 "평생 보험"

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이 단순히 팬데믹의 영향 뿐 아니라 장기적

으로 기술, 경제, 고객 선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

하다. 보험 상품, 판매 전략, 운영방식, 고객 경험을 위

한 혁신을 지속하는 것은 2021년 그리고 그 이후를 달

라지게 할 주요 요소들이다. 

팬데믹 이후의 생존을 위해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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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산운용업계 전망
성장을 위한 변화

Patrick Henry, Cary Stier 외 4인

주요 메시지

딜로이트가 2020년 여름에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은 임직원

의 편의를 위해 유연함을 갖춘 재택근무 복귀 계획 및 소통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사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조치는 2020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임시 해고와 해고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는 것은 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던 전략을 활용하는 창의

성을 보여주며 리더십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디지털 전환 방식을 채택했다. 기술 도입에 대한 지출

은 디지털을 통한 보안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벤더사 솔

루션이나 인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한 디지털 전환 비율을 줄이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자산운용사 브랜드 가치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산운

용사가 보유한 디지털 고객 상호작용의 정교함 수준에 따라 회사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변동성과 각종 난관에 대한 대응에서 얻은 교훈과 고객 및 임직원 소통을 중시하고자 하는 기조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자산운용업계는 더욱 향상된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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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났으며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타 부문보다 경제적으

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 자산운용사의 수익은 거의 동

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업계 종사자, 운영 방식, 활용

되는 기술에는 영향을 주었다. 동시에 산업별, 자산 규

모 별로 급격한 시장 변동성과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전 자산운용업계는 역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공격적인 매수세의 시장과 최상위

권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운용사의 마

진이 감소하는 현상이라는 2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

고 있었다.1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진 시장 조정을 

통해 공격적인 매수세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동시에 

COVID-19 발생건수 증가로 인해 발표된 자택 대기 조

치로 인해 영업 환경은 혼란을 맞았다. 시장 조정은 단

기간에 이루어 졌지만, 사후 회복을 위한 활동들은 다양

한 기업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운용자산규모와 장기 성장률을 살 

펴보면 2019년 말의 수치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나 회

사 수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림 1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캐피털사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달성

했으며 운용 자산 규모에서도 성장을 보였음을 나타낸

다. 뿐만 아니라 표를 통해서 미국 내 패시브 펀드가 높

은 수익성을 보였으며, 2019년 한해 동안 운용 규모의 

성장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패시브 펀드는 미국 내 전체 운용 자산 규모에서 지속

적으로 상당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

로 지난 10년간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해당 기

간 동안 벤치마크 대비 1.2%에 달하는 수익을 이루었

다. 그러나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10년간 매

해 벤치마크 대비 각각 1.5%, 0.8%의 수익률을 보이

며 미국 경쟁사와 유사한 문제들을 마주했었다.3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팬데믹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COVID-19 이후의 
세상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은 자산운용업계가 
마주한 2021년의 과제이다. 

그림 1

패시브 펀드와 캐피탈사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운용 규모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조 USD)

참고: 원의 크기는 2019년 각 투자 방식의 운용자산 규모를 1조 USD 규모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ICI Factbook 2020; BarclayHedge; Preqin;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성장을 위한 변화

1 Yun Li, "This is now the best bull market ever," CNBC, November 14, 2019.

2 Priscilla Luk and Arpit Gupta, "SPIVA® Japan year-end 2019," S&P Dow Jones Indices, April 6, 2020.

3 Andrew Innes and Andrew Cairns, "SPIVA® Europe year-end 2019," S&P Dow Jones Indices, March 17, 2020;  Priscilla Luk, 
 "SPIVA® Australia year-end 2019," S&P Dow Jones Indices, March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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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선호는 변했을 것이며, 

그 어떤 변화 양상도 완벽히 분석을 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든 변화가 완전하게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중요한 문제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투

자자 행동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변동성 속에

서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COVID-19 백신 접종이 실시될때까지 55%의 확률

로 경기는 침체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4 그렇다

면 불안정한 양상의 경기 회복은 특정 자산 운용 방식

의 선호를 불러올 것인가? 아마도 상대적인 수익률 또

는 리스크 조정이 반영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본 자료는 자산운용사들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공을 다

지기 위해 필요한 계획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전망

은 전세계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와 자

산운용사들이 취한 도전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예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조사 방법론 참고)

2020년 대비 COVID-19 이후 환경에서 자산운용

사가 더욱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인사, 재무관리, 그리

고 영업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자산운용업계 
전망

자산운용업계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보유한 인재이

다. 따라서 업계 전망은 기업의 성장 및 안전성과 임직

원의 안전 및 생산성 간 균형을 중심으로 재무 및 영업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이 형성이 어떻게 형성 되느냐에 따

라 달려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기술 및 기술 활용

을 위한 임직원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다. 어찌되었건 핵심은 향후 18개월 간 자산운

용사의 미래는 근무 환경, 재무 관리, 영업 환경 변화 통

제 관련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무환경 변화, 기업 문화 유지, 인력 다양성 존

중 관리 

자산운용사는 2020년에도 끊임없이 업무를 지속해

왔다. 수익 창출 흐름에는 변함이 없기는 하였지만, 변

동성 속에서 고객의 기대 또한 기존 수준과 변함없이 유

지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기대감을 충

족시켜야 한다는 것과 팬데믹 속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고객의 기

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직원의 건강과 안녕은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직원 보호는 기업 문화 보존 혹은 강화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벗어나 기존 사무실 근무 체계

로 복귀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2020년 8월 딜로이트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

면 자산운용사에 근무중인 응답자 48%가 COVID-19  

팬데믹 속에서 기업 운영과 재무적 회복 탄력성을 유

지하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다소 낮은 수치 

이다. 한편 대다수(90%이상)의 응답자들은 소속 기업

이 기존의 근무 체계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절차에  

도입했거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림 2). 명확

한 비전과 실행방안을 보유한 기업이 낮게 나타난 것

은 아마도 팬데믹의 불확실한 특성 때문일 것으로 보이

며, 정부의 불확실한 대응 또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

들었을 것이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매 일(日) 단위

로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게 설계해야 하

며 기존 근무 체계로의 안전한 복귀 만큼이나 기업 운

영과 재무 회복 탄력성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방

안은 중요하다.

정형화된 정책과 대비가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일관적

으로 시행되거나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대비의 시행 결과가 각 자산운용사 특성(액티브 뮤추얼 

펀드, 패시브 펀드, 대체 투자, 일임 계약 등) 에 따라 일

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시행 결과는 자산운용사 규모와

도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한편 임직원이 기존 근무 

체계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는 경영진의 소통 

방식과 상기 정책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응답자들이 사무실 근무 

체계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기업 운영의 성

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

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무실 근무로 복귀를 요청한 

일부 유명 기업들도 몇일 만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직

원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이후 해당 기업들

은 사무실 복귀 조치 규정을 수정하였다.5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은 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쉽

게 변화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소통해

야 하며, 직원들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한 사무실 근무 복

그림 2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사무실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하였는가?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업계 전망

4  Daniel Bachman, United States Economic Forecast: 3rd Quarter 2020, Deloitte Insights, September 14, 2020.

임직원에게 재택근무 여부 선택권 부여

개인 보호 용품 배부

사무실 근무 인원 축소

사무실 청소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근무 환경 재구성

교대 근무

근무 시간 단축

61%

61%

31%

60%

58%

58%

55%

30%

32%

27%

30%

60%

25%

31%

이미 도입함 도입할 예정임

5 Sridhar Natarajan and Michelle F. Davis, "Wall Street return-to-work push finds virus won't cooperate,"  Bloomberg, 
 September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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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각 사에서 수립중인 내부 조치 외에, 뱅가드(Van- 

guard)와 같은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팬데믹 전파 데

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 지사 대상의 사무실 근무 복귀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6

이러한 대형 법인들은 발생률과 전파 통계를 활용하

여 특정 지역이 바이러스 전파 한계치에 도달할 시점

을 파악한다. 사무실 근무 복귀 체계 계획은 주(州) 또

는 각 지역의 법률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외부 데이터

를 활용하고 각 지역에 차별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계

획의 객관성과 통제력이 부여되는 한편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진다. 

사무실 근무 복귀 계획 수립과 실행의 객관성을 통해 

각종 차등이 존재하는 시행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사적

으로 일관된 기업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법인에서

는 사무실 근무에 복귀하는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부서

에 근무하더라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각기 다른 부서 간 유대감이 강

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

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도 하지만, 특정 부서가 

부담하는 리스크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그렇지 않

은 팀에 비해 불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담하는 리스

크나 어려움이 배분되는 기준이 주관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사무실 

근무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간에 차등이 존재하는 사무실 근

무 복귀 방안에 대한 임원진의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서별 차등에 대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임

원진은 재택근무가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

조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립된 사무실 근무 

복귀 방안은 2021년에 주목할만한 리더십 분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을 취하는 기업은 전사적인 통합을 이루고 팬데믹을 극

복하는 강한 기업문화를 보여줄 것이다. 

외부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장됨

에 따라 기업 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2021년의 

주요 화두이다. 이베스트먼트(eVestment)가 수집한 

기업 투자 자료는 자산운용사 경영진 뿐 아니라 각 부서 

책임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될 것이다.7 그러나 투자자들은 한층 더 깊

이 파고들어 과연 각 사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

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자산운용사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인데 다양성, 평등, 포용을 중시하는 문화를 내세워 기

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

다.8  다양성은 2021년 기업들이 인사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의제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계획들을 이미 시행하고, 다양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자

산운용사의 경우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각 사는 부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로드맵의 투

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L.E.A.D(Listen, Engage, Acknowledge, Do) 프

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사의 경영진은 현재와 

미래의 직원들을 위한 포용성이 존재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9

L.E.A.D 프레임워크는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책으로

써 전세계적인 적용 또한 가능하며, 각 지역사회 내의 

포용성과 우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021년의 재무 관리 

다수의 자산운용사는 2020년의 경험에 미루어 예산 

및 재무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바이러스 전

파로 인한 급격한 혼동에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았기는 

했지만 롱테일 전략이 유효했음을 깨달았다. 주요 문제

들에 대한 공략법을 인지하고,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

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롱테일 전략의 가

치가 발효되었다. 비록 수립된 계획이 COVID-19으 

로 인해 등장한 문제들에 딱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

을 수립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대다수 자산운용사의 경영진들은 수많은 극복 방안 중

에서도 재무적 안전성이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불확

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

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가이드, 네트워킹, 포트폴리

오 기업에 자본금 지원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 반

면, 일반 증권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나 자산군과 관

련된 특정 리스크에 집중했다. 팬데믹 초기에는 재무보

고 혹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산평가가 매우 어려웠

다. 자산운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자의 포트폴리

오가 계속해서 잘 관리되고 있음을 재증명했다. 

절반 이상의 조사 참여자들은 소속 기업이 비용을 11% 

~20%까지 절감하려 한다고 밝혔다. 직원 한명 당 업무 

관련 비용이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 

황에서 이러한 비용 절감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10 

동시에 여러 기업들은 기술 도입 우선순위 전략 등을 정

비하여 기술 부문의 지출을 조절하고 있다. 가장 지출

이 많은 인사 및 기술 부문에서 비용 감축 방안의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사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기존의 방식들

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진은 인사 관련

한 비용 감축 방안을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 

업들은 인사 관련 비용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

분의 조치는 2020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조사가 이루

어지던 시점에 실행된 조치의 수가 "계획되었으나 실행

되지 않은" 조치의 2배를 넘어섰다.

인사 비용 관련 조치를 통해 계획하였거나 실행된 인

적 자원 가동률은 80% 정도이지만, 조치로 인해 발생

하는 결과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산운용사에서 감행한 수많은 

해고 조치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반면, 미국 노동청 통

계자료에 의하면 자산운용 관련 직군 종사자는 2020

6 Dervedia Thomas, "Vanguard constructs tool to guide office reopening, sales mtg plans," FundFire,  August 21, 2020.

7 Aziza Kasumov, "Evestment will start asking mgrs for staff diversity data in 2021," FundFire,  September 30, 2020.

8 Deloitte, "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20," 2020.

9 Terri Cooper, Kwasi Mitchell, and Christina Brodzik, Support your Black workforce, now, Deloitte, 2020. 10 Jennifer Surane, "At $18,000 per banker, cost of returning to Wall Street will sting," Bloomberg, June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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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오히려 상승했다.11 2020년 4월과 6월, 단 두 달 

동안에만 자산운용 관련 직군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

다.12

유럽 연합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펀드 관

련 업무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2020년 1분

기 증가세를 보이다가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0.1% 감

소하였다.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부 자산운용사는 해고 조

치 보다는 상여금이나 연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14 

조사 결과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기업들이 취한 상

위 2개의 조치가 임직원 보상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그림 4).

무급휴가 인원의 경우 실업 인구에 포함된다. 팬데믹

으로 인해 여러 업계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급휴가 

조치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15 이로 인해 초기에 미국 

실업률이 V자 형태의 회복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

다.16  조사 참여자들은 해고 조치 만큼 많은 무급휴가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그림 4). 이를 통해 경영진

이 COVID-19 위기에서 창의적으로 인력 유출을 조정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

다. 각 업계는 전세계가 COVID-19 위기를 회복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보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그림 4

현재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계획된 조치들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1년간 혹은 그 이후 목
표로 삼게 될 비용 절감 목표치는 어느 수준입니까?

인사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실행하였습니까?
자산 운용업계 종사자 비율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1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rkforce statistics for securities, commodity contracts,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s 
 and related activities: NAICS 523," accessed October 2, 2020.

12 Ibid.

13 Eurostat, "Employment by sex, age and detailed economic activity," accessed October 20, 2020.

14 Echo Huang, "Pressure to take pay cuts likely to rise for Asia’s fund execs," Ignites Asia, May 13, 2020.

15 Annie Nova, " 'It's nerve-racking'—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furloughed and unsure when they will return to  work," 
 CNBC, August 15, 2020.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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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술과 디지털 전환은 비용 관리에 있어 또 다른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조정하고 있다. 각 기술에 대한 

비용 분배 또한 디지털 상호작용 관련 보안성과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 전략을 

취하는 자산운용사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반대로 벤더사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인하우

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각각 전반적인 트렌

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시스템 구축 및 구매 프로젝트에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파트너십이나 아웃소싱 프

로젝트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1년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살

펴보면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 지

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는 사이버 보안

과 데이터 보안이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팬데믹으로 인

한 원격 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 관

련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AI의 영향이 현

재는 미미하지만 여러 기간에 걸쳐 가속화되는 방식으

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 이다.17 

그림 5

그림 6

소속 기업이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취하고자 하는 전략에 변화
가 있었습니까?

아래 기술들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어떠한 지출 변화가 예상됩니까?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총 합계값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참고: 순지출증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 –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5%23%32%32%9%

8%22%27%37%7%

11%34%30%21%6%

14%32%22%28%5%

5%28%38%27%3%

매우감소 다소감소 변화없음 다소증가 매우증가

프로그램 구매

시스템 구축

오프쇼어 전략

아웃소싱

파트너십 체결

1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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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저장공간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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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소 의외의 결과는 수익이 10억-250억 달러 

규모인 자산운용사에서 RPA 관련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비용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며, 조사 결과를 통해 대형 혹은 소형

사에서는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은 COVID-19

으로 인한 해고를 감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8 아마

도 이들은 직원들을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 RPA 프로

젝트를 현재로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퍼

시픽의 조사 참여자들은 AI와 RPA관련 프로젝트 모두

에 순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도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조사 참여자 92%는 소속 기업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 장소에 제약이 없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부 구축이

나 신기술 구입 보다는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에 집

중되는 경향을 뒷받침한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

한 기술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은 높아진 데이터 보안 관

련 조건들을 만족하는 동시에 원격으로 비대면 근무 체

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운영상의 변화 통제 및 디지털을 활용한 고객 

수요 대응

지난 10년간 투자자들의 만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취

해야 하는 움직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산운용가

들은 수익성, 리스크, 다각화, 지수와의 상호관계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에 기반하여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

률을 잡곤 했다. 또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 및 예

상 투자자들에게 전략의 핵심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요

소들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이를 달성하

는 영업상의 방법과 고객 관리 방안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현재 제공하는 상품 뿐만 아니라 

ESG(뒤에서 등장하는 "2021년의 ESG" 참고) 포트폴

리오와 같은 신규 상품 도입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전환

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뒤쳐진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뒷

받침하는 수준의 차이로 인해 2021년 전략적인 리스

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많은 자산운용

사의 브랜드 요소로도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들은 자산운용사의 고객 상호작용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는 고객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 역량이 곧 자산운

용과 관련된 업무 절차의 역량이라 판단할 것이다.19 이

와 동일한 선상에서, 일반적인 자산운용사들은 그림 7

에 열거된 고객 디지털 소통 및 참여 전략 중 3-6가지

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이 리테일 고객에 집중

한 것에 미루었을 때 꽤나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고 있

다. 고객 소통 관련 전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 비율은 1%로, 다시 한번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

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이를 달성하는 영업상의 방법과 고 
객 관리 방안은 급격한 변화를 겪
고 있다.

그림 7

COVID-19에서 비롯된 경험에 기반하여, 
고객 소통 및 참여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 계획입니까?
자산 운용업계 종사자 비율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18 Dervedia Thomas, "Managers look for more ways to cut costs as uncertainty looms," FundFire, June 4, 2020.

19 Stephanie Graham, "The G2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brand perception," G2, September 25, 2019.

20 Patrick Henry, Tania Lynn Taylor, and Krissy Davis, Emerging stronger: Investment management operating at the  speed of 
 the markets 2.0, Deloitte Insights, June 25, 2020.

 21 Jack Inglis and Michael Megaw, "Casting the net: How hedge funds are using alternative data," AIMA, accessed October 
 20, 2020.

22 Patrick Henry and Doug Dannemiller, "Alternative data adoption in investing and finance," Deloitte,  Decembe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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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고객 응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 개발

비대면 고객 응대 방안을 활용하여 디지털 상의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확립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과 주기적으로 소통

영업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

맞춤형의 고객 데이터 접근/보고 시스템 구축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증대

고객 소통 전략에 변화없음

1%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주 목표이지

만, 자산운용사의 핵심은 투자 결정 프로세스이다. 디

지털 전환을 통해 실행 전략 및 포트폴리오 관리 변화

를 모색할 수 있다.

COVID-19이 불러온 급격한 변화는 많은 기업들이 시

장의 속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냈

다. 2020년 3월 시장은 기존의 밸류에이션 모델이 개

선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다. 중

앙은행 마저도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활용하

여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는 이제 "나우캐

스팅(nowcasting)"이라 불린다.20 이러한 사건들은 

새로운 영업 계획 수립과 활동 개시의 촉매로 작용했

다. 나우캐스팅은 이제 53%에 달하는 헤지펀드에 녹

아들어 있으며, 이들은 처음으로 기술을 수용한 자산운

용가들이다.21

장기투자 및 프라이빗 캐피탈 매니저들이 그 뒤를 이었

다. 현재는 대체 데이터 기술이 보다 개선되었음에 따

라 보다 장기적인 투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2 

또한 기술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제 도입하지 않

음으로 인해 후발주자가 될 리스크를 상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로운 역량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것은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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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ESG

ESG펀드의 성장은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큰 상품 변화

를 일으키는지 나타낸다. ESG 투자는 현재 업계 내에

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며, 이는 1970년대 부터 운용

되어 왔다.23 소수 시장에 불과했던 ESG 투자는 시간을 

거치며 주류로 부상했다.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관련 상품을 출

시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24 뱅가드(Vanguard), 블

랙록(Blackrock), 트랜스아메리카(Transamerica),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프랭클린 템플턴

(Franklin Templeton) 모두가 2020년 ESG 상품을 

출시했다.25 데이터 및 분석을 통해 ESG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성향이 계량화 됨에 따라 2021년은 ESG

가 모멘텀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북미, 유럽, 아시

아 태평양 자산운용사의 50%이상에 이르는 조사 참여

자들은 COVID-19으로 인해 ESG 조항, 프로그램, 상

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상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목

표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특정 ESG 목표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지고 있다. 각 기업의 

공시 자료와 데이터가 이러한 펀드 조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포트폴리오의 목표와 관련된 진척사

항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각종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화
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0년은 자산운용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한해였으

며, 업계는 이에 대응했다. 변동성, 각종 어려움, 그리고 

고객과 임직원에 대한 소통을 통해 2021년 말에는 보

다 강력하고, 개선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COVID-19 

팬데믹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했

다. 각종 조치와 수치들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노력이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났음을 증명했다. 또

한 업계는 끈기와 경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

변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자산운용업계는 장기적인 전환 전략을 단기간의 디

지털 프로세스 전환으로 바꿈으로써 고객지원 및 영업

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협업하고,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은 효과적인 업무 절차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

을 것이다. 2021년 말에는 인간의 행태와 유사하게 만

드는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며, 적절하게 활

용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데 촉매 작용을 하는 한편 

이러한 기술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팬데믹 가운

데에서도 자산운용업계의 낮은 해고 비율은 이들이 인

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직원들은 에

너지와 결의를 가지고 다시 업계에 복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2021년은 더욱 강력하게 성

장할 자산운용사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림 8

향후 6-18개월 간 영업상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조치
자산 운용업계 종사자 비율

출처: 딜로이트 금융산업본부 글로벌 전망 서베이 2020

스 및 보고와 관련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딜로이

트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를 통해서도 동 

주제의 필요성이 드러났지만(그림 8), 경영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었다. 가속도로 디지털 전환

을 진행중인 자산운용사 중 절반 이하가 거버넌스 및 보

고 관련 변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디지털 및 거버넌스와 보고 간 혁신이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지 않으며, 디지털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 리

스크를 직면할 위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영업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혹은 

개선된 서비스를 전개함에 따라 거버넌스와 보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순서는 역량을 우선시하고 보고와 통제를 

뒤로 미루는, 역행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운용사들은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기 전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위험을 수반하지만 영업상의 전진을 

이룰 수는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디지털 전환 가속화

SMA

대체 자산 운용

패시브 펀드/ETF

액티브 뮤추얼 펀드

거버넌스 및 보고 체계 개선

대체 자산 운용

SMA

패시브 펀드/ETF

액티브 뮤추얼 펀드

이미 도입함 도입 예정

52% 42%

64% 29%

45% 48%

46% 38%

23 Jess Liu, "ESG investing comes of age," Morningstar, February 11, 2020.

24 Billy Nauman, "ESG surges as investors search for better corporate citizens," Financial Times, September 14,  2020; Sandra  
 Heistruvers, "BlackRock launches multi-asset ESG ETF portfolios," Ignites Europe, September 11,  2020; Jon Hale, "ESG  
 funds setting a record pace for launches in 2020," Morningstar, June 24, 2020.

25 Jeff Berman, "Vanguard, BlackRock, Transamerica launch new ESG ETFs: Portfolio products," Think Advisor,  September  
 28, 2020; Alf Wilkinson, "Goldman Sachs launches global ESG bond fund," Ignites Europe,  September 24, 2020; Alf  
 Wilkinson, "Franklin Templeton launches sustainable EM fund," Ignites Europe,  October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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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은행 현황

금융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Akihiro Matsuyama, Mike Ritchie 외 3인

주요 메시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규제 당국은 디지털 은행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

였다.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에서는 라이센싱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이

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인도에서는 완전히 디지털 방식을 적용

한 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은행 라이센싱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규제 당국은 전반적으로 디

지털 은행이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뱅크 또한 기존의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감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은행이 아닌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은행 라이센스를 기민하게 활용해왔다. 아시아권의 높

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타 기업들 간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확보에 드는 비용 절감도 가능했다. 

디지털 은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cloud native approach)을 포함, 지속적인 기술

의 발전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

다.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동인을 더했다.

디지털 은행이 기술 우선적 접근 방식의 이점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리스크를 관

리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에 대한 재량권이 일부 주어진 상황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본 리포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을 비롯한 디지털 은행 라이센싱 요건을 보유한 국가의 

규제 및 시장 발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 은행 라이센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법에 의거한 '인터넷 은행' 을 비롯하여, 기타 법 
 안에 의거한 라이센싱을 통해 운영되는 '디지털 은행' 이 존재한다. 그러나 JFSA는 향후 규제 법안의 우선순위는 디지털화에 있음을 분명 
 히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디지털 은행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은행들은 현재의 라이센싱 체계 하 
 에 내재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이 제도 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은행은 규제 기관이 인증된 예금 기관 
 (Authorized Deposit Taking Institution)의 지위를 부여해 줄 때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라이센싱 요건을 부여받는다.

† 예를 들어, MAS는 디지털 은행들이 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 순간 D-SIB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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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uthorization of Virtual Banks, https://www.hkma.gov.hk/eng/key-functions/banking/ 
 banking-regulatory-and-  supervisory-regime/virtual-banks/

4 Bank Negara Malaysia, Licensing Framework for Digital Banks-Exposure draft, https://www.bnm.gov.my/index. 
 php?ch=57&pg=137&ac=924&bb=file

디지털 은행이란?

디지털 은행은 가상 은행(virtual banks), 네오뱅크 

(neobank), 인터넷 기반 은행(Internet-only bank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명칭에 관계없이, 이

들 모두 '실물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소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디지털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라는 동

일한 사업 모델에 기초한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실물 영업점 대신 인터넷이나 기타 가상 

채널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리테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2 "

규제 기관의 목표

디지털 은행을 비롯하여 신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

목한 사례들은 공공 규제와 금융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마주하고 있다. 대다수의 개별 감독기관은 디지털 은행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금융업의 발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지역 경

제의 발전이라는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이 가져올 이점들로는 경쟁 및 서비스 제공 범위 확

대, 선택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은행은 스

마트폰 보급량, 24시간 데이터 망 접근성,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해 앞서 언급

한 이점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선순환으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기

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규제 기관의 뒷받침을 받는 경제 

발전의 핵심이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과 새롭

게 등장한 기업의 혁신 간 경쟁 구도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고객 또한 증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

은 기술 발전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 더 큰 투자를 불러

올 것이며,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및 경쟁

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발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규제 당

국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 발전이 경제 성장 및 고객 서

비스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

기고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의 주 목적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

히려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권의 규제 당국

이 금융 분야의 성장 및 발전(또는 저해)에 새로운 금

융 기술이 미칠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

시이다. 홍콩금융관리국(HKMA)는 디지털 은행이 "은

행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은행과 기술의 결합으로  등장

한 막대한 기회들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은행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낸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를 은행 부문의 주요 사업 목표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또한 디지털 은행을 금융 서비스업에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중인 계획의 일환으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고 오픈 API, 클

라우드 및 e-Know Your Customer(KYC)기술의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네

가라은행 관계자는, "기술 기반의 혁신은 금융 부문에

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서비스 자체 및 제공

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결과적으로는 경

제 전반에 걸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 고 전했다. 

그림 1

디지털 은행 정책이 가져오는 선순환

출처: 딜로이트 분석

경제발전 기술개선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뒷받침

고객 서비스강화/
금융기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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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Digital Bank Licence, https://www.mas.gov.sg/regulation/Banking/digital-bank-licence

6 Financial Conduct Authority, New Bank Start-up Unit launched by the financial regulators, 31 Dec 2018, https://www.fca. 
 org.uk/news/press-releases/new-bank-start-unit-launched-financial-regulators 

7 Open Banking, About Us, https://www.openbanking.org.uk/about-us/

8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Final Report, 9 August 2016, https://assets. 
 publishing.service.gov.uk/media/57ac9667e5274a0f6c00007a/retail-banking-market-investigation-full-final-report. 
 pdf

9 Bank Negara Malaysia, Licensing Framework for Digital Banks Exposure Draft, https://www.bnm.gov.my/index. 
 php?ch=57&pg=137&ac=924&bb=file

10 Eddie Yue, Chief Executiv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Keynote Speech at Hong Kong Fintech Week 2019, 06 Nov 
 2019, https://www.hkma.gov.  hk/eng/news-and-media/speeches/2019/11/20191106-1/

11 Tharman Shanmugaratnam,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Keynote addressed by speech "Banking Liberalisation's 
 Next Chapter: Digital Banks",  28 June 2019, https://www.mas.gov.sg/news/speeches/2019/banking-liberalisations- 
 next-chapter-digital-banks

1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Digital Bank Licenses, https://www.mas.gov.sg/-/media/Digital-Bank- 
 Licence/FAQs-on-DFB-and-DWB-  Licences.pdf?la=en&hash=688329F094316FF43C2C0EB12984DF4E8D62D095

13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uthorisation of Virtual Banks, https://www.hkma.gov.hk/media/eng/doc/key- 
 information/press-  release/2018/20180530e3a2.pdf

14  Bank Negara Malaysia, Exposure Draft on Licensing Framework for Digital Banks, https://www.bnm.gov.my/index. 
 php?ch=57&pg=137&ac=924&bb=file

15  World Bank Group, UFA2020 Overview: Universal Financial Access by 2020, 1 October 2018, https://www.worldbank.org/ 
 en/topic/financialinclusion/  brief/achieving-universal-financial-access-by-2020

16 Deloitte Analysis, based on World Bank data. Deloitte, 2020 Asia Pacific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Outlook, January 
 2020, https://www2.deloitte. com/cn/en/pages/risk/articles/2020-asia-pacific-regulatory-outlook.html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 신청 시,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평가 항목 기준

 

일자리 창출 등 싱가포르가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성장 요소

지역사회 인재의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

(기술 포함)싱가포르에 유치할 수 있는 각

종 사업

본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해외 진출 계획5 

디지털 은행은 싱가포르에 핀테크 및 기타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금융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

관은 디지털 은행과 같이 새로

운 기업들의 등장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쟁 환

경을 조성한다고 여긴다.

기존에 소수의 기업만이 경쟁하던 시장에 새로운 경

쟁자의 등장을 독려하는 것은 비단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서 나타나는 특성만은 아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가 소

수의 경쟁상대만이 존재하는 것은 은행 업계 및 고객

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규 기업 및 

오픈 뱅킹의 선구 기업에 대해 라이센싱 조건을 완화

시켰다.6,7,8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은 이에 대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앞세운 신규 기업들에 대한 라이센싱은 은행 업

계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개인의 금융 생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9 라며 매우 구체적인 방향성이 

존재함을 표했다.

홍콩금융관리국 위웨이원 총재는 디지털 은행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디지털 은행들

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은행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개선

하고,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혁신적

이며 경쟁력을 갖춘 은행 산업이 홍콩에서 부흥하고, 고

객들에게 보다 다양성을 갖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10

싱가포르 통화청의 재무장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은 

디지털 은행에 대한 연설에서 "경쟁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대규모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존 사업

모델과 새로운 사업 모델, 신규 등장 기업 및 기존 금융 

기관, 나아가 사업 발전 및 개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들 간

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1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은 이러한 경

쟁이 금융 안정성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고, 안정성을 유

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과 싱가

포르 통화청 모두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 신청 기업은 반

드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싱가포르통화청은 단기간

의 수익성을 위해 관계기업과 비 정상적으로 우호적인 

거래 조항을 체결하는 등 "가치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

서는 안됨을 특히 강조하였다.12 홍콩금융관리국은 디

지털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 확장과 적정한 자산/자본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간에 적합한 균형"을 맞

추기를 기대한다.13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은 "확고한 

기업가치 확립 및 금융 시스템과 고객 이익의 안정성 보

호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디지털 은행이 등장 가

능하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14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규제 기 

관이 보유한 강점 중 하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장 

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7억명의 성인 인구가 은행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좌 미보유 인구 비율을 보유한 국가 3곳이 아시

아에 속해 있다. 중국은 13%(2억 2천 5백만명), 인도 

11%(1억 9천만명), 인도네시아는 6%(9천 6백만명)

이다.15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

근이 쉽지 않은 취약 계층의 시장 규모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 약 550억~115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

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16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단순히 은행 계좌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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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ian Development Bank,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2014,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 
 publication/173205/asia-sme-finance-monitor2014.pdf

18 Manag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of the World Bank Group

19 SME Finance Forum, MSME Finance Gap, https://www.smefinanceforum.org/data-sites/msme-finance-gap

20 Refinitiv, KPY compliance: the rising challenge for financial institutions, 2017, https://www.refinitiv.com/content/dam/ 
 marketing/en_us/documents/  reports/kyc-compliance-the-rising-challenge-for-financial-institutions-special-report. 
 pdf

21 The Finanser, A bank that runs accounts for just 50 cents a year, 2019, https://thefinanser.com/2019/08/accounts-that- 
 cost-a-bank-just-50-cents-a-year-to-administer.html/

22 WeBank, WeBank's Henry Ma on Digital Banks: Promote Financial Inclusion and Achieve a Sustainable Business, 2019, 
 https://fintech.webank.com/en/newsDetails/?id=5dca0cbb98193a43abb7668a

2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Digital Bank Licence, 2019, https://www.mas.gov.sg/regulation/Banking/digital-bank- 
 licence 24 MAS, HKMA, BNM, TW all have multi-year programmes to encourage fintech development

설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급결제, 저

축, 신용 및 보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

성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 접근성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소기

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존

재한다. 아시아 개발 은행의 2014년 서베이에 따르면, 

아시아 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기업 중 

96%이며, 근로자 비율 또한 62%이지만, 차입금 규모

는 단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중소기업 금융 

포럼18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지

원의 격차가 5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 중 2조 2천억 달

러(45%)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의 규모일 

것이라 추정하였다.19

금융 격차 해소 방안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디지털 은행은 광범위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근성 및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은행

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보다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7년 기존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 통상적

으로 38일이 소요되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20 디지

털 은행과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서비

스를 개선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기술은 디지털 은행이 개별 고객의 계좌를 유지하는 

평균 비용을 상당히 낮춰주었다.21 효율적인 기술 설계 

및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은행은 기존 은행들이 수익성이 

낮다 판단하였던 대규모의 소량 금액 거래를 효율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게다가 스마

트폰 및 휴대기기 데이터 접근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은

행들은 영업점이나 응대 직원이 없이도 고객에게 신속

하고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하다. 2019년 11월 싱가포

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위뱅크(WeBank)의 정보보

안책임임원(CIO)인 헨리 마는 "저희는 지속가능한 사

업을 위해 금융 격차를 해소를 강조하겠다는 매우 분명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린다면, 위

뱅크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 격차 해소를 달성 가능할 것

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22

홍콩금융관리국, 싱가포르 통화청, 말레이시아 네가

라은행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 그리고 태국 은

행은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스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싱가포

르 통화청이 가장 앞선 역할을 하고 있다.23

그러나 금융 부문의 성장 단계, 인구, 지역과 같은 요

소들에 따라 금융 격차에 대한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발

생한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젊

은 취약계층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금융 당국의 주 

돌파구로, 단순히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이라 판단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미 성숙

하고 과부화된 시장을 가진 국가의 경우, 금융 격차란 

곧 경쟁을 심화시켜 고객이 마주하는 선택권의 확장을 

뜻한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 지원 

기업의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금융 격차가 발생하는 곳

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발전

디지털 은행과 관련된 주요 논

점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가

능하게 한 기술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규 

제기관은 금융 기술의 성장과 발 

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디지털 은행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

다.24

기술적 변화는 관리 업무에서부터 고객 대면 업무까

지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금융 산업

은 로봇 자동화(RPA),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

석, 자연어 처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술을 접목하

여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가상/증강현실, 분산원장 기술 등도 활 

용하는 기업들이 생기기도 했다.

향후 몇 년간, 금융 산업은 인공지능 및 퀀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큰 변화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갖

게 되는 이점은 바로 고객들이 결제 앱, 모빌리티 플랫

폼 서비스 등을 통해 이미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

다는 것이다.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들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기술 및 협업/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디지털 은행

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산 원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다면 디지털 은행들은 고객 프로필, 행동 

데이터, 판매 기록과 같이 믿을만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와 파트너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은행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체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

해 담보나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정보가 아닌 결

제 정보나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대체 신용 언더라

이팅 모델이 인공지능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훈련시키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은행은 결제 시

점에 즉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사, 오픈 API를 통해 운영되는 판매 채널을 활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혁신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금융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렇다고 해서 기존 은행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이점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고객의 금융 현황 및 거래 기록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뱅킹 

('오픈 뱅킹' 참고)과 같은 규제 변화는 디지털 은행이 

우위를 선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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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의 기대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은행에 대한 라이센싱 

규정은 개별 국가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적

으로 유사하다. 대부분의 지역은 디지털 은행이 지역사

라이센스 종류 두가지 종류 –

완전  디지털 은행 (DFB)  

및 디지털 홀세일 은행

(DWB)

한가지 종류만 존재 한가지 종류만 존재 한가지 종류만 존재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

홍콩

홍콩금융관리국

대만

금융감독위원회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

라이센스 수33 한정되어 있음 – 

DFB 2개, DWB 2개

특정 한계 규정이 없으며, 

현재 8개의 라이센스가 

부여된 상태

기존에는 단 2개의 라이 

센스만이 유효했으나, 결 

과적으로 3개의 라이센스 

가 부여됨

최대 5개까지 라이센스  

부여 가능 

제도의 목적

사업장 위치

성장하고 있는 기업 및 중

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비용 절감 및 고객 편의 극 

대화

조기에 금융 계획을 마련

하고 달성하여 노후에 금

전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원

양질의 일자리 생산

부상중인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 기후 변화, 

저탄소 투자 등에 대한 재

정 지원 

핀테크 및 혁신 사례 적용 

독려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 제 

공

리테일 및 중소기업이 겪

는 금융 격차 해소

고객 편의성 증대 및 고객 

니즈 충족

금융 격차 해소

금융 혁신 및 핀테크 육성

금융 거래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금융 서비스의 적

합한 사용 등을 포함한 금

융 격차 해소

예금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테일 및 영

세업자, 중소기업을 포함

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접

근성을 확대

최소 하나의 물리적 사업 

장이 존재해야 하며, ATM 

이나 예금 기기는 필수가 

아님. 리테일 업장에서 캐

시백 서비스 제공 가능 

고객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한 만족 센터가 홍콩 내

에서 물리적인 장소로 운

영되어야 하지만, 지점 설

립은 필요 없음

본사나 고객 만족 센터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지점

은 설립할 수 없음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

무소를 설치해야 디지털 

은행의 라이센싱이 가능

하지만, 지점은 설립할 수 

없음 

회를 수용하고, 최소한 하나의 사업장(본사 혹은 고객 

만족센터)을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

에서 제한적인 해외 진출 계획31 및 출구 전략을 보유해

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비교는 그림 1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싱가포르 통화청(MAS)만이 디지털 은행의 해외 진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타 국가의 감독기관은 디지털 은행의 성장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 
 우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2 디지털 은행들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지만, 일부는 수정 반영되어 있음. 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들은 도표에 상세히 나 
 열되어 있음. 

33 As of end-June 2020

그림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 비교32

오픈뱅킹

오픈뱅킹은 오픈 API를 통해 금융 기관이 고객의 거

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

는 규제안이다.25 고객들은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

는 기관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오

픈뱅킹의 발달은 디지털 은행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오픈뱅킹은 영국에서 2016년 CMA가 발간한 연구 

자료에서 기존 금융기관들 간의 경쟁 문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새로운 은행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시작되었다.26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

기 위해 영국은 2018년 API를 통한 오픈뱅킹을 의무화

했다. 주 목적은 고객에게 보다 정교한 상품을 제공하

고, 개인 및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격차를 해소하

는 한편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영국

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의무화했으며, 2019

년 7월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시작하였다.27 싱가포르와 

홍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

청과 홍콩금융관리국 모두 업계와의 상의를 통해 은행

을 위한 오픈 API 지침을 작성했다.28 싱가포르 통화청

은 금년도 내에 고객들이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

공자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 지침을 공표할 예정이다.2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타 지역들은 이를 진행하는 과

정 중에 있다.

급부상중인 이 트렌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영국

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의 오픈 뱅킹

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의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 권

한을 갖는 금융 기관을 선택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개인 

및 중소기업은 맞춤형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다.30

디지털 은행은 기존 금융기관, 핀테크사, 기타 기관

들과 함께 이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상기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은행의 성공을 위한 주 

요소 중 하나는 각기 다른 곳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아 

고객 프로파일을 풍부하게 만들고, 사업을 강화시키는 

능력이다. 견고한 오픈뱅킹 체계는 디지털 은행에게 매

우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제는 감독기관이 오픈뱅킹을 넘어서 비금융정보까

지 포함하여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인지

를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

과 금융 기관들이 고객의 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고객

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금융기관(예: 소셜 

미디어, 이커머스 플랫폼) 또한 타사에 고객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오픈데

이터"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호환성이 기존 은

행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을 조성하고, 고객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25  Deloitte, Open Banking: how to flourish in an uncertain future, 2017,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financial- 
 services/articles/future-  banking-open-banking-flourish-uncertainty.html

26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201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media/57ac9667e5274a0f6c00007a/retail-banking-market-investigation-full-final-report.pdf

27 Deloitte, Open banking: a seismic shift, 2018,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au/Documents/financial- 
 services/deloitte-au-fs-open-banking-seismic-shift-250319.pdf

2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nd 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Finance as a service: API Playbook, 2016, 
 https://abs.org.sg/docs/  library/abs-api-playbook.pdf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Open API framework for the Hong Kong banking sector, 2018, https://www.hkma.gov.hk/ 
 media/eng/doc/key-  information/press-release/2018/20180718e5a2.pdf

29 The Business Times, Consumers to be able to aggregate and share financial data next year, 25 October 2019, https://www. 
 businesstimes.com.sg/banking-finance/consumers-to-be-able-to-aggregate-and-share-financial-data-next-year

30 Financial Times, Open banking: the quiet digital revolution one year on, 11 January, 2019, https://www.ft.com/content/ 
 a5f0af78-133e-11e9-a581-4ff784045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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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과 대만 간의 규

제 방식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홍콩과 대만의 디

지털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동등한 수준의 건전성 요

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초기 설립 단계에서는 보다 완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

용받게 된다. 다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은

행들은 실패할 경우 고객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을 고려하여 샌드박스 적용 기간에 각종 사업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은행 라이

센스 활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대만은 금융기관이 디

지털 은행 지분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

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은행들의 적절

한 리스크 통제를 확실시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홍콩 

내 디지털 은행의 8곳 중 3곳은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두고 있다.34 반

대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별도 체계 

하에서 인터넷 은행 자회사 설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

지만, 암묵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를 그

들에게 부여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만일 이러한 규제가 

없었더라면, 기존 금융 기관들은 제한된 수의 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며, 디지털 은행의 라이센스 

획득에 어려움이 되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은행이 해외에서도 운영이 가능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 존재

한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포화된 시장에서 

기술 투자에 대한 규모 확장을 위해 디지털 은행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경우 더욱 중요하다. 그림 1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디지털 은행

은 기존 은행과 유사한 제제를 받게 된다. 즉 레거시 시

스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은행이 각기 다른 규

제를 만족하기 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규제 요건(현재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부 시

장에서는 디지털 은행의 해외 확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또 다른 관련 질문은 디지털 은행의 실패에 대한 규제

기관의 입장이다. 각 규제기관들은 출구 전략을 필수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이 라이선스를 부여

한 시점에 해당 기업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새로운 변화이다. 이

는 규제기관이 높아진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음을 나타

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은행이 실패할 시에 예

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를 떠안을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반드시 싱가폴에 본사가위 

치해야 함

싱가포르인이 운영해야 함

(DFB만 해당)

비은행 스폰서의 경우, 기

술이나 이커머스를 운영

한 경력이 있어야 함

외국 기업은 싱가포르 기

업과 조인트 벤쳐를 통해 

본사, 운영진에 관한 조항

을 충족할 수 있음

기존 은행은 별도의 체계 

내에서 인터넷 은행 자회

사를 운영할 수 있음 

반드시 지역 내에서 운영

되어야 함

스폰서는 금융 기관/비금

융 기관 모두 가능

디지털 은행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은행이거나 인

증된 감독기관의 감독감

시를 받는 금융 기관이어

야 함.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의 감독감

시를 받는 중간 기업이 지

분을 소유해야 함 

디지털 은행 지분의 최소 

40%는 라이선스를 보유

한 금융기관이 소유해야

하며, 25%는 단일 라이

선스를 보유한 금융기관

이 소유해야 한다

해외 금융 기관의 경우 소

속 국가 금융 당국이 부여

한 디지털 은행 설립 허가

를 받은 경우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만일 스폰서가 핀테크, 이 

커머스, 이동통신사인 경

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해야 하

며, 디지털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 

다

라이센싱 신청을 한 디지

털 은행의 지배력을 갖

는 지분이 말레이시아인

에게 귀속된 경우 우선

권 부여

비금융 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들은 동일 라이선스

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비

스 제공 가능

조인트 벤쳐를 통해 타사

와 디지털 은행을 운영하

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

스 필요

디지털 은행 지분의 50%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한 스

폰서는 단일 지배기업 하

에 금융 관련된 모든 자회

사를 두고 있어야 함

단일 지배기업은 라이선

스를 보유한 기관이거나

인증된 금융 지주회사여

야 함 

운영진의 다수는 싱가포

르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만일 디지털 

은행이 해외 은행의 자회

사(DWB만 해당)인 경우 

운영진의 1/3는 싱가포르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이

어야 한다

금융 기관에 대한 기존 규

제와 중대한 차이점 없음

운영진 대다수는 은행/핀

테크/이커머스/이동통

신업에 대한 자격을 소유

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명은 핀테크/이커머스/

이동통신업계 경험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 기관에 대한 기존 규

제와 중대한 차이점 없음

DFB: 기타 은행과 마찬가

지로 납입자본이 싱가포 

르 달러로 15억 달러 규 

모여야 한다. 다만 초기 

1-2년(제한기간)동안 

은 1500만 싱가포르 달

러를 납입하고 점차 15억 

달러까지 증대시킬 수 있 

다

DWB: 기타 홀세일 은행

과 마찬가지로, 납입자본 

규모는 1억 싱가포르 달

러여야 한다

기타 상업 은행과 유사

한 3억 홍콩달러의 납입

자본 필요

기타 상업은행과 유사한 

100억 대만달러의 납입

자본 필요. 은행은 설립 

1년 이후 상장사가 되어

야 함

설립 단계: 초기 3-5년간 

1억 링깃(RM, 말레이시

아 화폐단위)의 납입자

본 필요

설립 초기 단계 이후: 기

타 은행과 유사한 3억 링

깃의 납입자본 필요 

DFB: 제한 기간 동안 예

금 원천, 예금의 총액, 개

인 예금자의 예금액에 제

한이 있음. 또한 제한 기

간에는 단순한 신용 및 투

자 상품만을 제공 가능함

필수

해당없음

필수

해당없음

필수

초기 단계에는 전체 자산

이 20억 링깃(RM)을 넘

지 말아야 함 

필수

스폰서 요건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

홍콩

홍콩금융관리국

대만

금융감독위원회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

운영진

자본조달

사업제약

출구전략
34 Bank of China,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and Standard Chartere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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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은행의 리스크 관리

라이센싱 요건, 영업을 전개하는 지역, 또는 컨소시

엄 형태와는 상관없이, 디지털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과 

유사한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특히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일부 리스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설명하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규

제기관 및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은행은 올바른 팀을 형성하고, 

고객의 니즈를 우선시하며,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용하

는 한편 플랫폼의 오용을 방지헤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에 대한 

일부 디지털 은행 지원 기업들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컨소시엄을 통해 역량 및 자원 활용을 

극대화했다. 그림 3은 이러한 협력의 예시를 나타낸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컨소시엄은 다양한 시각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서로가 동일한 시각을 갖는 것은 성

공에 매우 중요하다. 규제기관은 어떻게 디지털 은행이 

운영진과 매니지먼트 팀이 스폰서로부터 적절한 독립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해 적당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이해

관계의 충돌은 스폰서가 보유한 경쟁 금융 사업이나 디

지털 은행과 데이터 또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조항으

로부터 유발 될 수 있다.

입장 및 마음가짐일 것이다. 비금융기관이지만 라이센

스에 지원한 기업들은 이제 그들의 자금 원천이 사채업

자보다 높은 신뢰를 갖고 예금을 맡기는 소비자라는 것

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실패를 경험해보라'는 

스타트업의 문화와 금융기관으로서 고객 및 규제기관

이 기대하는 안정성 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규제 

기관은 디지털 은행이 불러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

며, 실패 시 적절한 출구 전략을 구상하여 라이선스 지

원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 기업들은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식을 영업 계획에 녹

여내야 한다. 

그림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은행 지원 기업 형태 
디지털 은행은 무엇인가?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 신청에 지원한 기업들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 지원 기업의 특징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은행

기술기업+기존금융기관

기술기업+기존금융기관+오프라인기업

이동통신사+기존금융기관+기술기업

이동통신사+기존금융기관+오프라인기업

기술기업+이동통신사

단독

기술기업+오프라인기업

종류 특징

기존 금융기관

벤치 캐피탈/사모펀드

기술 기업

(지불 결제,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핀테크)

통신 기업

대규모의 체계를 갖춘

오프라인 기업(건설, 문역, 유틸리티)

은행의 리스크와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이해

디지털 만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의 경험이 많지 않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

금융 서비스 시장, 리스크 및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

규제기관에 대한 지식, 전문성 및 관계 보유

내부 통제 요건 및 레거시 시스템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기존 사업에 대한 독식 가능성 

스타트업 경험 및 시장 전략 보유 

포트폴리오 기업들과의 깊은 네크워크 보유

은행 규제 환경을 제약적이라 느낄 가능성 존재 

강한 기술 및 디지털 역량

대규모 고객,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성 (일부)

은행 리스크에 익숙하지 않으며 규제 환경이 제약적이라 느낄 가능성 존재

대규모의 고객, 데이터 및 네크워크 접근성

대규모의 시스템 기반 네트워크 보유

은행 리스크 및 규제에 익숙하지 않음 

대규모의 고객, 데이터 및 네크워크 접근성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 관련 리스크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경험 부족 

종류 싱가포르 홍콩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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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뢰 확보

디지털 채널이 계속해서 인기

를 끌고 있긴 하지만, 대면의 상

호 작용은 여전히 중요하며 디

지털 은행들은 이로 인해 잠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딜로이트는 17개국에 걸쳐 17,100명을 대

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상호

작용이 갖는 가치를 탐구했다.35

서베이에서 대다수의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

는 것과 같이 단순한 업무 뿐 아니라 대출, WM 업무

처럼 다소 복잡한 업무들도 영업 지점에서 처리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장년층,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젊은 층에서 모두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대면 서비스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베이 17개 국가 중 6개 국가는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였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오스

트레일리아에서 싱가포르, 인도, 중국 본토의 고객들보

다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객들은 디

지털 은행의 사업 지속 가능성, 고객 불만족 대응 능력, 

고객 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심지어는 원

하는 서비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에 매우 중요

함에 따라, 이하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한편 반대로, 대면 상호작용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

고 고객들을 디지털 은행으로 유인하는 요소들도 존재

한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적 요소는 고령 인구가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고령 고

객은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은 디지털 은행을 보다 선호하고, 다시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금

융 사기에도 취약한 계층이다. 디지털 은행은 금융 사기

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것이 고객

의 잘못인지 아니면 거래상의 단순 실수인지를 모니터

링하여 보고하기 위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36

한편 딜로이트의 서베이 데이터는 COVID-19 발생 

이전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디지털 채널

에 대한 고객 선호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정도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

되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이다.    

35 Val Srinivas, Richa Wadhwani, Recognizing the value of bank branches in a digital world, 13 Feb 2019, https://www2. 
 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financial-services/bank-branch-transformation-digital-banking.html

36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and OECD, 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 2019, 
 https://www.gpfi.org/sites/gpfi/  files/documents/G20%20Fukuoka%20Policy%20Priorities%20on%20Aging%20 
 and%20Financial%20Inclusion.pdf

맞춤형 솔루션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디지털 은행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들의 재무적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안내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연한 디지털 운영 모델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상품까지도 제공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의 편리성

디지털 중심 채널을 통해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것은 대면 채널을 선호

하는 고객의 현재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 없

이 단순한 터치 몇 번으로 사용 가능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결국 고객

의 관심을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은행의 기본 고객층이 일반적

인 취약계층보다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설계된 고객 관리 방안은 혼동

은 줄이고, 서비스 흐름을 원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믿음과 책임

전자기기나 휴대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디지털에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은행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디지털 은행들은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신속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책임을 다하고 투

명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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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인재를 유인하라

디지털 은행의 유연한 운영 

모델 하에서, 은행 및 기술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배경을 보유한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해야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다. 

먼저 디지털 은행은 신생 벤처 기업에 도사리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된 스타트업이며, 이는 기존 은행업의 안

정성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37 비용상의 문제로 디지털 

은행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인재 채용에 높은 연봉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38

또한 모집 대상 인재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불확

실성도 존재한다. 홍콩의 HR 기업에 따르면 64%에 달

하는 핀테크 기업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47%는 고용인의 업무 자질이 부족한 것으

로 드러나는 것이 주요 난관 중 하나이다.39  

2018년 홍콩 은행 인재 개발 기관의 서베이를 통해 

97%가 핀테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44%만이 실제로 이를 위한 훈련 과정(개인/고용주 제

공)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40

디지털 은행의 인재라면 은행업의 다양한 업무 역량 

(기존의 신용 관리 부문의 리스크 관리 경험, 자본 관

리, 리커버리 플랜 및 스트레스 테스트41등을 포함) 뿐

만 아니라 기술 부문의 전문 지식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디지털 

은행은 인재가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라이센싱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라이센싱 지

원 단계가 아닌 획득 단계의 안전한 상태에서 구직자들

이 디지털 은행에 채용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비

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해온 기술 개발자들과 다

양한 규제로 묶여있던 기존 은행원들 간 인식 격차를 줄

여야 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팀의 균형을 맞추어라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개인은 없다. 디지털 은행은 전문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열정있는 인재를 찾아라

디지털 은행의 목표에는 상당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디지털 은행은 사회적으

로 갖는 가치를 활용하여 업무에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젊은층을 어필

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각 국가별로 기술 관련 인재를 유인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할 것이며, 디지털 은행은 이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기술 인재 활

성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해 박사 후 연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상방안

디지털 은행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다 유연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

경을 사업 모델에 녹여낼 수 있다.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

37 Alfred Liu, Hong Kong Banks are on an Unusual Hiring Spree, 29 April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 
 articles/2019-04-28/-rare-wave-of-  hiring-hits-hong-kong-as-virtual-banks-beef-up

38 Simon Mortlock, The hottest job in Hong Kong banking doesn't even come with a big pay rise, 3 May 2019, https://news. 
 efinancialcareers.com/hk-en/3000944/hong-kong-virtual-banking-jobs

39 Michael Page, Hiring In Fintech Survey and Dialogue, https://www.michaelpage.com.hk/sites/michaelpage.com.hk/ 
 files/16785-hk_fintech_brochure_mp.v8.pdf

40 Hong Kong Institute of Bankers, Talent Development Survey 2018, https://www.hkib.org/pdf/1545044094_pdf_ 
 en__20181213142526806.pdf

41 Deloitte, Roadmap for Virtual Banks in Hong Kong, https://www2.deloitte.com/cn/en/pages/risk/articles/roadmap-for- 
 virtual-banks-in-h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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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모델 리스크 관리

디지털 은행의 주요 기업 가치

는 기술과 데이터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다. 디지털 은행

은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체계이

며 유연성, 확장성 등을 가능하

게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또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이점이 상당하지만, 이러한 기술

들에 대한 적절한 거버넌스와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디지털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클라우

드 컴퓨팅, 사업 지속 가능 리스크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의 은행과 비슷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타 금

융기관과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일부 기술 리스크는 기존 은행과 차이가 있을 것이

며, 리스크 관리에 있어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은행의 유연한 사업 모델과 상대적으

로 적은 인원수로 인해 리스크를 다루기 어려울 수 있지

만 디지털 은행은 기존 은행과 달리 레거시 시스템의 복

잡함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규제 변화에 따라 체

계를 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조직이라는 이점

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및 사이버 리스크

기술 및 사이버 리스크 관리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은행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금융기관

과 달리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위험감내도(risk tolerance)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운

영 체계로 인해 제3자 및 사업 지속성 관리에 엄격함이 

필요하다. 규제기관은 심화된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에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

으로 리스크 경감책에 대한 상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만연한 활용은 데이터 현지화 정

책과 관련된 문제 또한 야기한다. 디지털 은행이  아시

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확장을 하고자 함에 따라, 각 지

역별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외주 

업체도 이를 따라야 함을 확실시 해야 한다. 지원 기업

들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 지역의 규제 

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시

장이 점차 형성되는 시기에는 어떤 경우이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전략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디지털 은행의 한가지 특징은 핀테크 등과의 협업을 

통해 크로스 셀링(cross-selling)기회를 포착하고 시

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공 채널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술 설계의 공개와 API를 통해 제3자

와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인 특성

은 사이버 리스크를 높이기도 한다. 디지털 은행은 이러

한 위험에 대응하여 견고한 사이버 리스크 및 제3자 관

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은행은 직원 및 고객을 겨냥한 피

싱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

객 신뢰와 관련된 내용과 연결하여, 디지털 환경이 기

본적인 고객 서비스 환경임에 따라 디지털 은행들은 이

러한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통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에도 

투자해야 한다.

모델 리스크

모델 리스크는 디지털 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위험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기업 특성상 대다수의 디

지털 은행은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

능,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자

동화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예는 디지털 은행의 모델링 전략에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을 도입하는 것이다. 은행 간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도 각기 다른 지역과 서버에 존

재하는 데이터를 분산된 암호화 시스템에 저장하는 연

합학습은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과 관련된 규제 기관

의 우려를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활용

한 예를 들자면, 디지털 은행은 보유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세 기업의 신용 평가 모델을 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연합학습은 모델의 성과

를 높이고 다량의 대출 심사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모델이 디지털 은행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모델이 실패할 시 역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모델 리스크에 노출 시키기도 한다. 이

는 재정적 손실, 운영상의 중단, 규제 미준수, 평판 악화 

등을 포함한다. 가장 유명한 모델 리스크 실패 예시는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Russian Rouble crisis) 

당시 장기 자산 관리의 실패였다.

모델 리스크를 야기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인공지능

과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개발 및 

교육, 실행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에 대한 의존

도가 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델 리스크를 야기하는 주 요소이다. 모델 리

스크를 야기하는 다른 요인들로는 부적절한 가정, 모델

링 방법, 프로그래밍 에러, 모델의 부적절한 사용, 모델 

업데이트 및 재정비 미이행 등이 있다. 디지털 은행들

은 모델의 감사, 공정성 등과 관련된 난해한 질문들에 

대한 감독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

어야만 한다. 

모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은

행들은 구조적인 모델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거버넌스, 감독 및 모델

의 인벤토리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모델 평가에 이르

기까지의 모델의 전체 주기 관리와 데이터 질적 평가 

및 모델 검증과 같은 적절한 모델 통제를 실행에 기반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디지털 은행은 프

로세스와 기술의 뒷받침과 충분한 필요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기술과 모델 리스크 너머의 시스템에 바로 디지털 은

행의 중심이 존재한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쳐서 기

술과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했다. 디지털 

은행 라이선스에 지원한 특정 기업들은 모든 것을 기초

부터 쌓아올리는 접근법을 취한 반면, 일부는 시장에 존

재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을 취했다. 

과연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

지가 있다. 모든 것을 기초부터 쌓아올리는 방법에 대

해 우호적인 입장은 이것이 리스크 관리나 컴플라이언

스 요소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인하우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디지털 은

행이 '좀 더 나은' 리스크 관리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혁신이나 기

존의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례들과 같이 기술의 새

로운 활용 방안을 발굴해내는 것이 곧 디지털 은행의 강

점임을 암시한다. 새롭게 개발되는 것에 대해 업계는 촉

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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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거버넌스

디지털 은행은 통합된 리스크 및 통 

제 프레임 워크 및 기술 및 사이버 리 

스크,아웃소싱 리스크, 비즈니스 연 

속성,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활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나타내

는 거버넌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

디지털 은행들은 서비스 문제 발생 

에 대비하여 적합한 비상 대책을 포 

함하여 성과 및 서비스가 제대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아웃소싱 서비스 

에 대한 적절한 실사 및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강력한 통합 및 보안 유지

디지털 은행은 운영 체계에 각종 요 

소들을 결합하는 경우 노출되는 리스 

크를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 

털 은행의 도입은 이러한 리스크 노 

출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보안 체

계를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엄격한 테스트 및 문서화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오딧 트레 

일을 구성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 및 모델의복 

잡성을 고려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 

히 기록하는 것은 기관의 중요 자료

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모델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의도에 맞게 운
영하라

디지털 은행은 모델의 성과를 투명 

하게 유지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하라

디지털 은행은 클라우드 전략에 대 

한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서버나 국가에서 임시로 운영이 가 

능한가? 해당 지역의 규제 기관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인가?

규제기관과 협력하라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규제기관이 함께 역량

을 키워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기술 및 데이터 리스크에 대한 규제기관은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

를 취할 것이다. 디지털 은행은 이러한 변화의 주축이 되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긴

밀하게 협력해야 한다.42,43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

42 싱가포르 통화청의 경우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도입에 책임감을 더하기 위한  Veritas framework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해 
 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싱가포르 통화청의 공정, 윤리, 책임, 투명성(Fairness, 
 Ethic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EAT)원칙에 기초하였다.

4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Partners Financial Industry to Create Framework for Responsible Use of AI, 13 Nov 
 2019,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19/mas-partners-financial-industry-to-create-framework- 
 for-responsible-use-of-ai

44 Government Technology Agency, My Info, https://www.singpass.gov.sg/myinfo/common/aboutus

45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Remote on-boarding of individual customers, 1 Feb 2019, https://www.hkma.gov.hk/ 
 media/eng/doc/key-information/  guidelines-and-circular/2019/20190201e1.pdf

46 Claus Christensen, The Four e-KYC Models Around the World, 5 Apr 2020, https://www.regulationasia.com/the-four-e- 
 kyc-models-around-the-world/

금융 범죄 예방

신규 고객 등록 및 eKYC

디지털 은행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신분 인증이

다. 비대면 환경에서 신규 고객

이 등록되면 디지털 은행이 속한 

국가의 디지털 신분 확인 시스템

에 확인 요청이 들어갈 것이며, 각국의 조치가 상이함에 

따라 디지털 은행이 마주한 어려움은 그 정도가 서로 다

를 것이다. 싱가포르는 2016년 마이인포(MyInfo)라 

불리는 디지털 신원 데이터 베이스를 설립해 신분 인증

절차를 단순화했다.44 마이인포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

객 정보 접근 권한을 최초로 얻고 나면 싱가포르 통화청

은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는 이

와 유사한 디지털 신원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지는 않

지만 금융 기관이 신원 서류의 진위 여부(예: 해당 문서

의 보호 기능)를 파악하고, 신원 대조(예: 바이오 인증 

등의 활용)을 진행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45 말레이시

아 네가라은행은 홍콩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였다.46

디지털 은행에게 있어 이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문

제점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 기존 은행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

는 개인과 같은 특정 인구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

울 수도 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금융 

테러리즘 및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신

규 고객 유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제 3자 리스크 관리

의존성이 높다는 조직 특성에 따라 일부 디지털 은행

은 고객 신분 인증을 위해 제 3자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은행은 제3자 및 자신들의 업무 프로세스

를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또한 피싱이나 기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도 있는 제3자의 사이버 보안 정책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유출은 고객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과 비교하

여 낮은 신뢰도를 가진 디지털 은행이 그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고객 신뢰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금융 감독

기관 또한 개인 정보 유출에 민감하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디지털 은행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아웃소싱 가이드를 따를 필요가 있다. 다만 외부 

인력을 다수 활용하는 디지털 은행의 특성상, 제3자로 

인한 평판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는 하다. 서

비스 공급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디지털 은행의 시

스템이나 직원이 갑작스런 추가 업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라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은 디지털 은행 

리스크 성향의 문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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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접근방식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고객 유형과 제공 가능한 상

품을 고려한 KYC 및 고객 신분 확인 절차에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비금융정보의 활용 또한 이에 포함된다. 

업계 내 타 분야 및 규제기관과 협력하라

디지털 은행은 중앙 집중화된 고객 신원 정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

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

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

계속되는 논의

앞에서 언급되었던 리스크와 

더불어 디지털 은행의 등장과 함

께 명확한 답안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들이 부상하였다. 본 리포트

를 마무리하며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금융

기관이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의 결과

로 고객의 신용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리스크를 유발할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 지식

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러한 의무는 누구의 책임인가? 금융기관인가? 규제기

관인가? 혹은 그 외의 제 3자인가?

디지털 은행은 규제기관과 시장에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비

출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기초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기업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레거시 기술로 인해 디

지털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인 컴플라이언

스 부문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은행이 이해관계

자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입증

해야 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이 여

전히 존재한다. 

에필로그:
COVID-19은 디지털 은행의 비즈니스
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가?

본 리포트의 초고 작업은 COVID-19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되기 전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시장 환경을 변화시켰으며 

금융기관의 운영이 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나타

냈다. 디지털화가 금융기관 변화의 주요 목표이긴 했지

만 COVID-19은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

켰다.

각종 비즈니스는 온라인 배송 채널과 재택 근무 인력

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버 확장, 화상 회의 기반 등과 같

은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시켰다. 영구적인 해결 방안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존 금융 서비스 제

공 기관은 레거시 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디지

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로 인해 경제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및 각종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문이

다. 금융 서비스 업에서 이는 곧 고객들에게 좋은 솔루

션과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 위기 사태에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비대면 채널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짐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

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등장시켰다. 고객들은 어떤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니즈와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들에게 이는 곧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장기적인 예금 계획 관리를 통해 재정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유동성 및 

경기 침체 시기에 충분한 운전 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확보를 위한 대체안(예: 

공급망)에 의존해왔던 중소기업들은 특히 경기 침체 시

기에 공급망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취약하다. 

디지털 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관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비록 뉴노멀은 다양한 어려움들

로 가득하긴 하지만 디지털 은행은 번성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디지털 은행은 변화하는 환경 속

에서 달라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 데이

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

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COVID-19으로 인한 봉

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

한 고객 수용과 확신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은행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

을 키워나가기 위해 규제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실

히 확보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은행 사업의 전개는 

COVID-19의 영향을 받았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

털 은행 라이센스 발표를 연기했으며,47 네가라 은행은 

디지털 은행 체계에 대한 논의 기간을 연장했다. 디지털 

은행은 전략을 정비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기회를 얻었

다. 각종 연기로 인해 디지털 은행은 경기 침체기가 아

닌 향후 회복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경기 회

복의 도움을 다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

존 은행들이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여 사업 모

델을 재정비하는 데 추가적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

며, 디지털 은행과 기존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다이나믹

한 환경에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Extends Digital Bank Assessment Period in view of COVID-19 Pandemic, 9 April 
 2020, https://www.mas.gov.sg/  news/media-releases/2020/mas-extends-digital-bank-assessment-period-in-view- 
 of-covid-19-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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