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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작업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

그림 1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은 적절한 지배구조 체계를 필요로 한다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0 survey of financial services firms.

디지털 전환 작업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
금융업의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하라

Monica O'Reilly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COVID-19에 대

한 대응책을 세우던 시기에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전반적인 운영 절차에 변화

를 시도하였다. 기업들은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기업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여

정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장을 위해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편 단순히 재무적인 것이 아닌 보다 광범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여름 딜로이트가 금융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49%가 소속 기업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아 디지털 전환의 속도

를 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 47%는 소속 기업이 지배 구조 및 보

고 체계를 재정비하였다고 응답했다(그림 1). 그러나 이 두가지 변화를 모두 

시행한 기업은 23%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대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배구조나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관련된 지배구조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 전환이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아마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달성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디지털 통제와 보고의 변화 속도를 앞지른다면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

지배구조 및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

이전에 딜로이트에서 발간한 “금융업의 미래: 더 높

은 목표” 에서 금융산업의 미래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

를 수익만큼이나 중요시하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에 금융기관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불평등이 더 감소하고 부의 재분

배가 더 많이 이루어 질 때까지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며, 보다 학습된, 평등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

상에서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이익 모두

가 창출될 것임을 의미한다.”1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고객, 임직원, 

경영진, 규제기관, 사회, 주주를 비롯한 각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

표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절차

들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47%

1    Monica O’Reilly et al., A higher bottom line: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Deloitte, 2021.

4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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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Customers

금융서비스 기관이 사용의 편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운영 

환경을 디지털화 하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2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한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더 나은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하는 일이다.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고객들이 데이터에 대한 

향상된 투명성과 통제권, 데이터 보안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 평가, 소셜 미디어, 위치 정보, 웹 브

라우징 정보와 같은 분산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되며 이를 통

해 각 개인 맞춤형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제공하는 

내용이 과도하게 개인적인 경우, 고객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딜로

이트가 시행한 금융기관 고객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사생활 보

호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57%)이었다.3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은 고객들

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활용

함으로써 고객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응하였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고객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상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내린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만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한다.4 만약 평가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가 제 3

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라면, 고객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만일 오류

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데이터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광

범위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보다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임직원 및 경영진
Employees and Management

임직원과 경영진은 협동하여 디지털 측면에서 보다 진보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운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유

지하는 동시에 디지털화된 미래에 맞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사기, 평판 위협, 전략 리스크와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 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 변환

을 위한 방안들을 도입 시 신분 위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운 통제 시스템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자 및 직원들은 가상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가 발간하였던 이전 자료에서 언급하였던 것

과 같이,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미래 비전이 전사적으로 통일

되게 하는 것이다.”5 따라서 운영 모델에 변화가 생겼다면 경영진은 이러한 변

화와 디지털 전환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된 클라우드 및 사이버 보안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프로

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통합적인 전략은 새롭게 등장한 전략보다 탄

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6 디지털 리스크 모니터링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 수행 

요청, 경영진 보고 사항 정정,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

트를 수행한다.7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평판을 얻은 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경쟁 우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인재가 바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열쇠이기 때문이다.8 

2  Deloitte, Last mile of the customer service experience: The next battleground in retail banking, November 14, 2020.

3 Timothy F. Cercelle and Omer Sohail, Redesigning customer privacy programs to enable value exchange, Deloitte 
 Insights, November 9, 2020.

4 Evert Haasdijk and Marjolein Vlaming, “A call for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accessed June 14, 2021.

5 Anne Kwan, Maximilian Schroeck, and Jon Kawamura, Architecting an operating model: A platform for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Deloitte Insights, August 5, 2019.

6 Deborah Golden et al., An integrated cyber approach to your cloud migration strategy: Why cloud migration programs 
 should consider a cyber-forward cloud strategy, Deloitte Insights, March 2, 2021.

7 Punit Renjen, Building the resilient organization: 2021 Deloitte Global Resilience Report, Deloitte Insights, 2021.

8 Deloitte Insights, “The essence of resilient leadership: Business recovery from COVID-19,” Deloitte Review, Issue 27,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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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Regulators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 요건을 지속가능 및 사회적 책임 측

면에서 충족하기 위해 준법규제 기능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기존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

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들은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벌금, 소송, 혹은 평판 위협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한 준법규제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프론트라인(frontline) 부서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준

법규제 팀은 규제 변화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추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프론트라인 부서는 변화 도입 체계 안에서 긍정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9

이러한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제도 미준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딜로이트가 전세계 리스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5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33%만이 

통제 테스트가 프론트라인 부서 운영에 내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11 아

직도 통제 체계를 프론트라인 부서 운영에 성공적으로 반영하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고객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상품 가격

을 책정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도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내린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

란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만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한다. 만약 평가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

가 제 3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라면, 고객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만일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데이터 정확

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보다 확신을 갖는 데 도

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준법 규제 기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레그

테크(RegTech)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 전략적으

로 활용된 솔루션이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

체론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12 레그테크 솔루션

을 도입할 때 개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낮은 상호

작용 및 산출물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레크테크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  싱가포르의 

United Overseas Bank(UOB)는 자금 세탁 방

지 프로그램에서 실제 자금 세탁 사례 탐지율을 

5% 개선하고, 오류 발생률을 50%까지 낮추었

다.13 UOB는 싱가포르 기반의 레그테크 스타트업

인 Tookitaki와 협력하여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14 이러한 인공

지능 활용을 보다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위해 UOB

는 산출 모델 관리, 데이터 보안 요소, 시스템간 상

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

했다.15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책

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준법감시 

및 의무를 재정의 하기 위해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9 Heather Loewenthal, Simon Thorpe, and Steven Luu, The State of Compliance Survey 2020, Deloitte, 2021.

10 Deloitte, “Digital compliance for key business processes,” November 6, 2018.

11 J. H. Caldwell, A moving target: Refocusing risk and resiliency amidst continued uncertainty: Findings from the 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12th edition, Deloitte Insights, February 1, 2021.

12 Deloitte, The future of regulatory productivity, powered by RegTech, 2016.

13 Radish Singh, “The future of financial crime compliance,” Deloitte, 2016.

14 Ibid.

15 Ibid.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한 준법규제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프론트라인

(frontline) 부서의 업무

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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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재무 시스템 안정성에 진보된 디지털 시스템이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 간의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문제 상황을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와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22 인공지능 블랙박스 의사결정 로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여 상호 연결된 기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음의 요소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집단 행동: 각기 다른 시스템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발생한 시장의 움직임이 증

가할 수 있다.

• 알고리즘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한 명

의 경쟁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부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 행위가 장려되거나 아

예 시장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의 부재: 충격 상황 이후 인간이 행동하지 않는 경우 인공지

능 시스템은 이를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계

속해서 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명령이 부재할 때 발

생하는 충격을 증대시킬 수 있다.23

규제 요건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시나리오 모델링, 인간의 참여, 상황에 대

한 행동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포착하고 

경감할 수 있다.24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한 금융기관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5 이는 사회적으

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
Society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은 금융 소외 계층의 포

함, 공정성,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계획 단계에서 재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즉, 기업들은 선행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임직원,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에서 발

생하는 각종 왜곡을 예방하여 금융 소외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

중한다.16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임

직원 대상의 편견 방지 교육 필수화, 데이터의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재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왜곡이 발생하고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7 왜곡을 제거하고 재무 결정 시 리스크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평판을 높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G 등급을 개선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들은 친환경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사용, 탄소배

출 감소 혹은 상쇄, 보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도입 등과 같은 다

양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18 웰스파고(Wells Fargo)는 2019년 기업 운영

에 탄소 중립을 도입하였고, 금융 활동에 있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19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시

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또 다른 부문은 바로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 사회에서 각 개인의 시작점이 모두 다르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함을 따르는 기업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듣고, 투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

다.20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불균형을 형성한 근본을 전

략적으로 무너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21

22 Ibid.

23 O’Reilly et al., A higher bottom line.

24 Ibid.

25 Deloitte, Seek and you may find: How CFOs can manage sustainability risks and create long-term value, 2017.

16 Bob Contri and Rob Galaski, “Understanding the strategic and regulatory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ial 
 services: Navigating uncharted waters,” Deloitte, 2019.

17 Ibid.

18  Ibid.

19 Marcus Bost, Christina Brodzik, and Devon Dickau, “Becoming an equitable enterprise,” Deloitte, October 5, 2020.

20 Contri and Galaski, “Understanding the strategic and regulatory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ial services,” 
 Deloitte, 2019.

21 Ibid.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계
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시

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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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의 범위와 목표는 일반적인 보고 및 지배구조 상의 업그레이드 

이상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제대로 된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려

면 금융 기관은 딜로이트가 제시한 데이터가 내포하는 것 이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COVID-1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은 상당한 발전을 달성했다. 

금융기관은 이제 이러한 발전을 발판삼아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디지털 전환 노력이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효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
Shareholders

주주들은 단순 손익계산서의 항목 그 이상의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인다. 가 

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들은 높은 윤리 기준과 영업 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들이다. 주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적합한 투명성을 갖추고 식별된 주요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기대한다. 주주들

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높

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26

이제 대다수의 주주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 뿐 아니라 윤리 및 회

복 탄력성 관점에서 운영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27 예를 들어, 만약 

디지털화가 오프쇼어링을 의미하고,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패, 인권 침해, 혹은 불평등한 노동 착취를 행사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

용 절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28

주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소는 ESG 보고체계에 대한 제안

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주주들이 단순 재무 성과보다 더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 

투자를 평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취하는 추가적인 측정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믿을 수 있는 외부 감사인 혹은 평가 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주의 눈에 기업의 성공은 이제 기업이 발생시키는 순

(net) 긍정 효과를 나타내는 인증된 지표에 달려있다.

26 Ibid.

27 Ibid.

28 Ibid.

주주의 눈에 기업의 성공

은 이제 기업이 발생시키

는 순(net) 긍정 효과를 

나타내는 인증된 지표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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