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디지털금융 패러다임01 02

Deloitte Insights

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Ryan Alderman, Jonathan Valenti 

디지털 뱅킹이 가져온 새로운 패러독스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뱅킹이 활성화되는 전례없는 촉매제로 작용

하였다. 대부분의 은행 지점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일반 은행의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크기에 관계없이 디지털 뱅킹의 사용이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웰

스파고 은행의 경우 원격 예금 건수가 35% 증가하고 송금 건수는 50% 증가하였다.1 게

다가 많은 고객들이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년층에서 이것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디지털 뱅킹 사용

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이러한 디지털 상의 접촉이 고객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

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사실, 딜로이트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

면 디지털 뱅킹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객들은 일상적인 거래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지만 고객의 니즈가 사회, 경제, 문화, 기

술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점 방문, 폰뱅킹, 모바일 뱅킹 등  
사용하는 채널에 관계없이 고객들은 
즉각적인 만족, 향상된 편의성, 유연

성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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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ura Noonan, “Covid nudges US bank customers into digital era,” Financial Times, December 15, 2020.
2 Michael Dimock,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January  
 17, 2019.

Chapter

본 서베이에 대하여

딜로이트의 금융산업본부는 2021년 3월 디지털 뱅킹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서베이는 3,000명의 미

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리서치 기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은행 서비스 이용 인구를 대변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반영되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5개 세대로 분

류한다: Z세대(18-23세), 밀레니얼세대(24-39세), X세대(40-55세), 베이비부머(56-74세), 그리고 75

세 이상2

서베이는 고객의 디지털 은행 사용 행태에 대한 인사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본 서베이에

서는 디지털에서만 운영되는 은행과 빅테크, 주거래 은행에 대한 인식과 충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면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팬데믹 이후, 고객들은 즉각적인 만족, 향

상된 편의성, 유연성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즉, 지점 방문, 폰뱅

킹, 모바일 뱅킹 등 고객들이 사용하는 채널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요소가 여전히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바로 ‘휴먼 터치(Human touch)’이다.

인간적 접촉에 대한 수요로 인해 은행 지점으로의 발걸음이 행해지게 되며, 

특히 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

실상 은행 지점은 은행의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고객 관계 강화에 계속해서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디지털과 사람 중심의 소비자 경험을 

융합하여 디지털 뱅킹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계좌를 확인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송금

을 하거나 ATM에서 인출하는 과정이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은행, 디지털 기반의 경쟁사,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

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용이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의 은행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위

험하다. 딜로이트의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도 도시 거주 인구나 정규직에 근무하는 

고객들은 새롭게 등장한 은행을 활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임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디지털 뱅킹 경험을 재정비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는 것에

서부터 고객이 인식하는 보안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까지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매

우 다양하다. 한편 고객들이 지점에서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디지털 뱅킹을 선

호하는지에 관계 없이 은행 고객 경험에 사람 중심의 기술을 대입하는 것은 다른 과

제들 만큼, 아니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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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과 인간적 경험이 융합된 은행 
서비스 경험

본 서베이 참여자의 1/3은 팬데믹 이전 대비 디지털 뱅

킹 채널의 사용이 훨씬 증가하였다는 것에 동의하였다.3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 뱅킹 사용자 및 디지털 신규 고

객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팬데믹 기간 동안 챗봇 서비스인 에리카

(Erica) 사용자가 7백만 명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4

디지털 사용량의 증가는 은행의 비용 감소 뿐 아니

라 핵심 매출 부문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분기 유에스뱅크(US Bank)의 대출 상품 판

매 61%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이다.5

지난 몇 년간 고객의 모바일 뱅킹 사용을 권장하기 위

해 애써왔던 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수용량 증가에 기뻐

하고 있다.6 그러나 팬데믹이 지나간 세상에서 디지털 

모멘텀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조사 참여자들은 공과금 납부, 송금, 예금 업무와 같

이 간편한 업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채널의 편리함을 계

속해서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1). 심지어 베

이비부머 세대까지도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것에 편

리함을 느끼고있으며 이들이 찾는 은행 서비스가 단순

한 것들이 대부분임에 따라 이러한 사용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은 송금 업무 시 온라인 채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

기도 했다.

한편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응답자들은 연장자 계층 

대비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은행 앱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현금수표 

서비스 업자, 송금 서비스 업자와 같은 대체 금융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외 계층 또한 기본적인 금융 서비

스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젊은 계층

이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을 선호한다. 

디지털 뱅킹은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사람 중심의 기

술 및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다. 

결과적으로, 다수가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믿어왔다.7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적 접촉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

다. 이것의 예시로는 고객에게 은행원이 화상으로 원격 

지원을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 및 X세대 응답자의 ¼

은 모바일 뱅킹 앱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원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고객들은 간단한 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지만 인간적인 대면 접촉이 필요한 
경우 은행 지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지점 고객서비스 센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앱

참고: 응답자들이 1개 이상의 선택지를 선택 가능하였으므로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가 아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선택지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
했다. 
출처: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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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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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신규 계좌 개설

신규 자산관리 계좌 개설

금융 관련 상담

3 Those who strongly agree to agree.

4 Bank of America, “70% of Bank of America clients engaging digitally for more of their financial needs,” February 1, 2021.

5 US Bancorp, 1Q21 earnings conference call, April 15, 2021.

6 Tyler Mondres, “ABA Data Bank: Mobile banking adoption accelerates,” ABA Banking Journal, October 30, 2020; Disha 
 Gupta, “6 Companies leading digital banking (and what you can learn from them),” Whatfix, November 20, 2020.

7 Jim Marous, “More digital banking experiences means humanizing the tech beast,” Financial Brand, December 17, 2020.

Z세대 
1997~2007년생

14~25세

X세대 
1966~1982년생

40~56세

밀레니얼 세대 
1983~1996년생

26~39세

베이비부머 
1947~1965년생

57~75세

노년층 
1946년 및 그 이전 출생

7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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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과 사람 중심의 기술을 융합하는 모든 

노력이 똑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늘어난 고객 서비

스 센터 수요, 지점 폐쇄 등과 맞물려 온라인·모바일 앱

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챗봇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

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챗봇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의 요구와 문의가 점점 더 복잡해

짐에 따라, 챗봇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공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몇 은행에서 고객의 

챗봇 사용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지만8, 여전히 갈 길

이 멀다. 조사참여자 중 챗봇을 사용해 본 사람들 중 많

은 이들이 챗봇이 인간 대비 지식 수준이나 공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챗봇과의 대화를 위해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상품 문의에 챗봇을 

사용한 응답자 중 82%는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챗봇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46%는 지점을 방문할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9 챗봇 및 다른 디지털 상의 상호작

용에 사람 중심의 경험을 탑재하고 고객들이 직면한 문

제에 더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뱅킹 활

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채널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은행 지점 

채널의 경우 개인화된 친밀감과 공감대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있는 고객일수록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 보증 신청, 재무 상담과 같이 

보다 복잡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

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질문이 가능한 은행 지점을 방

문하려는 성향이 있다. 35%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재무 

상담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

답한 한편, 8%만이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뱅킹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은행 지점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가 있는 고객

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조사에 참여한 밀레

니얼 세대의 1/3은 재정 상담 업무를 위해서는 지점 방

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은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 마저도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밀레

니얼 응답자 중 30%는 재정 상담 업무를 위해 디지털 

채널(온라인 혹은 모바일 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물리적 채널과 

디지털 채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결합된 고

객 경험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고객

들에게 있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상에서 

접하고, 현재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챗봇과 상담한 후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고객 상담

센터와 통화하고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은행 지

점에 방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채널로 

옮기는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

은 매번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같은 정보를 다시 제공

해야 한다. 자연스레 이러한 절차로 인해 기대 이하의 

경험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고객의 희

망과는 다르게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10 은행의 

기술 시스템이 물리적 – 디지털 채널 간 데이터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통합되어 고객

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채널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고객층의 이탈
새롭게 등장한 리스크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접촉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

에 혹자는 고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 서비스에 만

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은

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

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가 지난 해 은행 서

비스에 만족하였거나 매우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딜로이트가 수행한 글로벌 디지털 은행 서베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 76%가 주거래 은행의 서

비스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11 

은행들은 사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발전을 이루었다.12

그러나 모든 고객들이 동일하게 만족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젊은 응답자들은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 

고객 대비 주거래 은행에 만족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으

며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림 2). 이는 은행에게 있어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젊은 

고객들의 경우 계좌의 수도 적고 은행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데 있어 소모되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

은 층이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경험으로 인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대다수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통합된, 지능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믿을만한 금융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13

그림 2
젊은 고객층은 은행 서비스에 보다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리스크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57% Z세대 20%

62% 밀레니얼 28%

75% X세대 16%

82% 베이비부머 6%

85% 75세 이상 1%

연령대 별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 연령대 별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8 Bank of America, “70% of Bank of America clients engaging digitally for more of their financial needs.”

9 Deloitte Digital Banking Survey.

10 DJ Haskins, “Banking in the new normal: Removing silos from your digital experience,” Financial Brand, June 15, 
 2020.

11 Val Srinivas and Angus Ross,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banking, Deloitte Insights, October 9, 2018.

12 J.D. Power, “Pandemic put lenders to ‘Digital test,’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May 26, 2021.

13 Bill Streeter, “Four ways banks must change before millennials & Gen Z will love you,” Financial Brand, Octobe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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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에 종사하는 

긱 워커(gig worker)의 경우 정규직 종사 고객 혹은 은

퇴 고객 대비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정하지 않은 소득과 부족한 저축 금액

으로 인해 신용도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는 금융 활동에 대한 우려가 긱 워커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의 긱 워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주거래 은행이 제공

한 재정 지원(예: 저금리, 대출 유예, 조정 등)에 만족하

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

규직 종사 고객 대비 2배(9%) 높은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은행 고객들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 외의 

다른 옵션에 보다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

대 응답자의 29%는 디지털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

에 개방적이거나 매우 개방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베

이비부머 세대는 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소외계층 고객의 경우 디지털 은행에 예금

을 예치하겠다는 비율이 비소외 계층 대비 3배 높게 나

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은행에 대한 고객 만족

도가 작년도에 크게 감소했지만 기존 은행보다는 여전

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층(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

렇다” 라고 대답한 고객)은 디지털로만 운영되는 은행이

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빅테크 기업에 보다 개방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

한 선호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며,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험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그림 3). 젊은 고객층은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혁

신적인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16

그림 3
이탈이 우려되는 젊은 고객층은 디지털 은행이나 빅테크에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밀레니얼

참고: Z세대와 밀레니얼의 “이탈 우려 고객층” 및 “충성 고객층” 응답자들은 디지털 은행 혹은 빅테크 기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고객 행동 고착화 및 고객과의 관계 강조

따라서 미국의 은행들은 2가지의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

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을 선호하는 고객 행동의 고착화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젊은 고객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상호

작용에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물리적,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

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심하여 비대면 채널 

활용의 전환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

이 고려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 요소를 활용하라

오늘날 고객 상호작용에 인간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고

객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며, 은행 지점과 디지털 채널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딜로이트의 서베이

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도 은행 지점이 수행하는 역할

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

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점은 집을 구매하거나 은퇴를 준

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함에 있어 

인간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보다 깊고 개인화

된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17 은행 지점이 통폐합되고 있지만, 복잡한 상

품 판매, 재정 상담, 고객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보다 

친밀함을 강조한 형태로 지점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의 문제를 지능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디지털 경험에 인

간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의 범위를 이해하고 접근 방식

을 적응하도록 AI 모델을 교육함으로써 훨씬 더 개인적

이고 인간적인 디지털 채널 상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소비자

가 셀프 서비스 채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채

널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소비자에게 교육하면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인간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것은 또한 챗봇과 같

은 디지털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은행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철도 사업인 암트렉

(Amtrack)은 챗봇 자동 예약을 통해 수익을 30%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0만 건의 고객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18

경험의 개인화

모바일 앱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 또는 스트리밍 서

비스 가입 할인 등과 같이 고객의 수요가 있는 보상을 

통해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고수하

도록 장려해야 한다(그림 4).

이것은 젊은 세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사실일 수 없다. 딜로

이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본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자 중 약 2분의 1

은 보다 적절한 고객 보상이 따른다면 현재 주거래 은

행을 고수할 것이다.

게다가 경험의 개인화를 통해 디지털 은행 서비스 

관련 고객 행동의 고착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스포티파이가 고객 경험 개인화에 주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음악 스트리밍 기업은 최근 각 이

용자가 연간 청취한 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Only 

You” 기능과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개인화된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Blend”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다.19

이탈 우려 고객층

향후 디지털 은행에
예금을 개설할 가능성

향후 디지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

향후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빅테크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

충성 고객층

14 Steve Cocheo, “Trendwatch: Banking services and the gig economy,” Financial Brand, February 12, 2020.

15 J.D. Power, “Direct banks hit by pandemic headwinds continue on path to digital transformation of retail banking 
 industry,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April 1, 2021.

16 DJ Haskins, “Banking in the new normal: Removing silos from your digital experience,” Financial Brand, June 15, 
 2020.

17 Allison Netzer, “How millennials and Gen Z could reinvent the banking industry,” Forbes, February 3, 2021.

18 PYMNTS.com, “As chatbots turn 50, their use and development is still growing,” July 14, 2021.

19 Sarah Perez, “Spotify rolls out new personalized experiences and playlists, including a mid-year review and a blended 
 mix with a friend,” TechCrunch, June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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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이탈 우려가 있는 고객층의 경우 상품 및 경험이 개선된다면 주거래 은행을 고수할 것이다

모바일 뱅킹 앱을 자주 사용할수록 주거래 은행에 대한 젊은 고객층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탈 우려가 있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

모바일 뱅킹 앱 사용 빈도에 따른 고객 만족도

참고: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라고 대답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만이 응답자에 포함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참고: 1. 샘플은 Z세대와 밀레니얼 응답자만을 포함한다 2.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높은 고객: 매 2주마다 적어도 한번은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모
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객: 지난 한 해 동안 한달에 한번 정도 모바일 뱅킹을 이용;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지난 한해 동안 모바일 뱅킹을 사용
하지 않은 고객을 각각 의미한다. 3. 각 비율은 주거래 은행에 대하여 “만족한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이러한 타 산업의 예시에서 영감을 받아, 은행은 광범위

한 상품 포트폴리오로 고객을 압도하는 대신, 거래 및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고유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큐레이션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20

즉 데이터가 모든 수준의 개인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또한 은행이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서비스, 상품의 개인화는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레거시 

시스템과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

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21 클라우드 플랫폼은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은행 서비스의 

개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

채널 간 정보 교환 부족 해소: 

다양한 채널 간 은행 서비스 경험의 통합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 중 5분의 1

은 주거래 은행의 채널 전반에 걸쳐 일관된 경험을 선호

한다고 응답했다. 은행은 소비자를 360도 관점에서 관

찰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에 걸쳐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뱅킹 앱은 이러한 상호 연결된 경험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은행 직원과의 원격 상담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하며, 앱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ATM 

거래를 하며, 식료품 구입, 의류 쇼핑, 청구서 지불과 같

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은

행 앱 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모바일 앱이 소비자에게 모든 일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로 발전한다면, 콜 센터의 필요성도 최소화할 수 있

다. 은행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층을 통해 이러한 서

비스 제공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앱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

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림 5).

Z세대 밀레니얼

개인화된 
서비스 및 경험

인간적 요소

데이터 보안

고객 소통

재무정보 서비스

모바일 뱅킹 앱 기능
및 고객 경험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높은 고객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객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진  서비스 및 보상 제공

제공하는 상품 개선

현재 처한 재정 상황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공

개인 신상 및 정보에 대한 보호

일관된 투명한 소통

재무 목표 달성에 도움

재무적 지식이 풍부해지도록 고객에 교육이나 방안 제공

항시 은행 직원과 원격으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

모바일 은행 앱의 기능 개선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

42%

40%

34%

32%

33%

31%

69%

41%
38%

71%

47%
44%

26%

28%

26%

21%

20 Richard Kibble, Margaret Doyle, and Alexandra Dobra-Kiel, “The future of retail banking,” Deloitte, November 2020.

21 Lynda Kershaw, “Don’t let legacy application challenges hold back your digital transformation,” Finextra, March 11, 2021.

22 Finextra, “Personalisation and customisation with data in the banking and payments industry,” October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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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보장

데이터 보안은 가벼운 모바일 뱅킹 사용자(지난해 한 달

에 한 번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한 사용자)를 곤경에 빠

뜨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한편, 개인 데이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보호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공개인

지와 같이 고객 개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

지고 있다.23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은행 채널 간의 보안은 낮은 채

널 간 연결성 만큼이나 취약하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래밍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5G 및 데이터 공유를 포함

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

고 있다. 은행에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 혹은 핀테크 기술 

파트너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은행의 보안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이 우선 순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24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소비자들의 "보안과 사생활에 

대한 인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문 응답자 

중 3분의 1은 은행이 모바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면 

더 많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탈이 우려되는 고객들 또한 은행이 자신의 신원 및 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경우 주거래 은행을 고수할 것이

다(그림 4).

은행은 디지털 뱅킹 운영 환경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

호 기능을 소통하기 위한 캠페인을 설계하고 디지털 뱅킹

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진실함과 정직함의 소통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 중 3분의 1은 수수료 및 금리와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일관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할 것이다(그림 4). 젊은 소비자들은 이를 더욱 중

시한다. 이탈이 우려되는 Z세대 소비자 중 47%는 은행

이 일관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또한 금융 경험에  

"인간적 요소"를 더하여 디지털 및 물리적 채널 전반에 

걸쳐 고객과 소통하고 신뢰를 창출하는 것의 일부이다.

한 마케팅 연구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보다 "솔직함"과 같은 속성을 훨씬 더 중

시한다. 25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디지털 전용 은행과 핀

테크가 전통적인 금융 기관보다 높은 고객 선호를 얻게 

되는 부문 중 하나일 것이다.26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의 마음

을 사로잡는 것은 작지만 영향력 있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세세한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보다 고객과

의 소통에 있어 명확성을 강조해야 한다.

고객 교육을 통해 금융 웰빙 강화

이탈이 우려되는 응답자 중 4분의 1은 재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리소

스 및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림  4).

또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은행이 단기 및 장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서비스 및 재무 관리 방안(예: 부채 관

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모바일 앱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

했다. 은행은 금융 웰빙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에 정통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교육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젊은 고객층에 어필하기 위해 은행은 

보다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아 메리카는 2019년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보다 나은 금융 습관은 보상을 제공한다“27 는 행사에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자금 관리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28

또한 은행은 저축 및 예산 책정, 주택 소유, 건물 신용 및 은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리소스를 다루는 전용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29

많은 은행이 금융 관련 정보 공유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 사이의 저축률 증가와 같은 소비자의 금융 복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한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23 Timothy F. Cercelle and Omer Sohail, Redesigning customer privacy programs to enable value exchange, Deloitte 
 Insights, October 2020.

24 Yalman Onaran, “Financial firms’ cybersecurity spending jumps 15%, survey finds,” Bloomberg, August 4, 2020; Julie 
 Bernard and Mark Nicholson, Reshaping the cybersecurity landscape, Deloitte Insights, July 24, 2020.

25 Rajarshi, “How current aced banking for millennials Gen Z: Masterclass in growth and influencer marketing,” MoEngage, 
 June 27, 2021.

26 Ibid.

27 Ibid.

28 Steve Cocheo, “Financial marketing via Instagram influencers gaining traction,” Financial Brand, March 5, 2020.

29 Bank of America, “Better Money Habits,” accessed July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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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디지털 뱅킹의 발전

디지털 뱅킹은 진화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뱅킹 기

능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사용하는 이들도 적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뱅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게다가, 은행 

지점은 전국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디지털"에서 "선

택에 의한 디지털"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선택을 행사할 것이지만, 디지털 뱅킹의 

사용은 단순한 거래 활동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은 이러한 디

지털 뱅킹 행위를 더욱 고착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험에 인간적 요소를 더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뱅킹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이탈이 우려되는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

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뱅킹은 소비자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개인화하고 

그들의 금융 웰빙을 향상시키는 중심에 놓여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보다 책임 있는 금융 행위를 교육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자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소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과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

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인간적인 공감대 형성과 같은 요소들을 잃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객들이 "선택한 채널"을 사용하면서도 일관되고 의미 있는 은행 경험

을 얻을 수 있는 유연성은 향후 은행과 소비자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