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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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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적으로 보아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설명

◦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 Agenda, World Economic Forum, 14 January 2016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비롯된 동력혁명 및 생산의 기계화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음
◦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고, 제2차 및 제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정의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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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개입의 영향
컴퓨터 개입(computer mediation)은 다섯 가지 주요 채널을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데이터 수집 및 분석(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컴퓨터는 거래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기록을 생성,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거래를 개선할 수 있다.

2. 개성화 및 맞춤화(Personalization and customization):
이전에는 범용적인(one-size-fits-all)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 없었던 산업들이 온라인 거래의 구매이력, 대금지급 수단 선호도, 배송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세부사항들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욕구에 최적화
된 거래를 행할 수 있다.
3. 실험과 지속적인 개선(Experiment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온라인 시스템들은 다수의 알고리즘들을 실시간으로 실험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광고주들에게도 제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4. 계약혁신(Contractual innovation):
계약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거나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같은 정
보불균형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5. 조정과 통신(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마이크로 다국적기업들(micro-multinationals)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계산 및 통신비용이 극적으로 하락하여 20년 전에는 초대형 다국적기업 정도나 되어야 활용할 수 있었던 통신서비스
를 오늘날에는 종업원이 불과 너댓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arian, Hal(2016), “Intelligent Technology,” Finance & Development, Volume 53 • Number 3,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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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과 금융산업 변화

기술
혁신

자금수요자

자금→가치
변환과정의 변화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자산∙부채

금융기관

업무처리방식 변화

딜리버리 채널 변화
자산∙부채 성격 변화

새로운 채널

자금제공자

생활양식의 변화

리스크-리턴
선호도의 변화

새로운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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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기술발전과 금융산업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발전이 미래 금융산업의 인프
라스트럭쳐를 변화시키는 도구상자(tool box)의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림출처: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n ambitious look at how blockchain can reshape financial services,” World Economic Forum,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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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ype-Curve

그림출처: Garter Group,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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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는 4대 핵심기술
기술

활용 사례

금융부문 활용

잠재적 문제

분산원장기술

가상(암호화)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조직, 플랫폼화
지배구조 및 책임소재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패턴 인식

커스토마이즈드 마케팅
스마트 보험

편의성 vs 프라이버시
정보 보안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지 컴퓨팅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소비자보호

생체인증

지문, 안면, 홍채 인식

행정, 금융시스템
모바일 아이덴티티

물리적 vs 디지털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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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부문 기술혁신의 특성
1.

금융서비스에서의 혁신은 신중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deliberate and predictable) 진행된다. 고객과의 마찰 요인과 이익 원천(profit pool)의 접점에서 기존의 시장참여자들이 공
격받게 될 것이다.

2.

기술혁신의 효과는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면서도(data intensive) 자본의 소요는 비교적 적은(capital light) 플랫폼 기반(platform based)의 사업모델을 채택하는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3.

기존 사업모델의 와해(disruption)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은행부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모델 와해의 효과가 가장 크게 느껴질 부분은 보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기존의 금융기관들(Incumbent institutions)은 새로운 경쟁자들(new entrants)과 한편으로 격렬하게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쳐를 제공하는 병행 전략(parallel strategies)을 채택할 것이다.
5.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새로운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기존 금융기관들,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collaboration)이 필요하다.

6.

기술혁신은 일회성 사건(one-time event)으로서의 기존 사업모델의 와해를 가져온다기보다 장기적으로 고객의 행태(customer behavior), 시장참여자들의 사업 수행 방식(business
model), 그리고 금융서비스 산업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How disruptive innovations are reshaping the way financial services are structured, provisioned and consumed, World
Economic Forum June 2015, with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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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부문 기술혁신의 영향
1. 간소화된 하부구조(streamlined infrastructure)
플랫폼과 분권화된 기술의 출현은 정보를 집적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연결성을 개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금융활동에 참여하는 한계비용을 낮추어
준다.
2. 고급가치활동(high-value activities)의 자동화
혁신의 상당수는 고급의 알고리듬과 계산능력을 이용해 한때 고도로 수동적이던 활동들을 자동화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보다 저렴하고, 보다 빠르고, 더욱 확장성이 큰
(scalable)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3. 중개의 감소(reduced intermediation)
혁신이 중개자로서의 전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간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이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4. 데이터의 전략적 역할(strategic role)
혁신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적 데이터(social data)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게 되
었다.
5. 틈새시장 및 특화 상품(niche, specialised products)
고도로 전문화된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이 고도로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제공하는(end-to-end) 전통적인 금융서비
스 모형이 해체되는 압력을 만들어 낸다.
6. 고객권한의 확대(customer empowerment)
혁신은 고객들에게 프로슈머(prosumers)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제공받지 못하던 자산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선택에 있어서 보다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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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발전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
1.

인터넷과 모바일 도구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 수단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등에 따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매스 커스토머제이션은 금융시
스템의 접근성(access to the financial system)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의 문제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프로세스 단순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최종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맞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재무적 및 고객 관련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이 개선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나 감독당국이 리스크의 집중(concentration of risk)을 확인하고(identify)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하기 위한 하부구조(early-warning infrastructure)의 구축을 통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범람과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면서 단순히 경쟁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금융산업

의 경쟁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최종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다.
5.

금융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참여자들간에 리스크를 분산(diversification of risk)시킴으로써 전염(financial contagion) 효과에 의한 금융위기의 확산(propagation)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6.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를 증진시킴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private and public sectors work together)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이해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을 개선할 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The Role of Financial Services in Society;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echnology-enabled innovation on financial stability, World Economic Foru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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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사업방식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1.

P2P대출 혹은 마켓플레이스론(marketplace loan) 등과 같이 기존의 금융기관에 의한 중개기능을 우회하는 대체자금조달원(alternative sources of finance)이 확대되면서 금
융소외의 문제가 크게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리스크의 이전(shift of risk)이 불가피하여 금융상품이나 연관된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평균적인 투자자(average investors)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알고리즘(trading algorithms)을 활용한 자동주문이 활발해지면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다크풀(dark pool), 거래소를 거치
지 않는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platforms)의 확산 등과 같은 시장의 전자화(market electronification)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실제 유동성과 체감(perceived) 유동
성 사이에 괴리가 커지는 데에서 파생되는 시스템 안정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기업의 경쟁력이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이 필요해지지만, 이들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강력한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4.

주주의 기대와 시장 경쟁의 심화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적절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의 환경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새로운 기술에 의한 혁신을 금융거래에 적용하
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business conduct)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론 등에 대한 규율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5.

지급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전달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6.

혁신을 수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 시스템(regulatory framework)이 혁신의 발목을 잡거나 감독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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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부문 구조개혁과제

13

1. 금융부문 구조개혁,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당면 문제의 해법 모색
◦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은행 등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

인구절벽의 문제를 전제로 한 중장기 해법을 모색할 필요

Big Picture를 먼저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milestone blueprint를 만들 필요
◦ 지금까지의 (매 정권마다 추진해 왔던) 금융개혁은 금융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혹은 운영 원리의 문제가 아닌 현 구조하에 시장의 마찰이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금융규제의 점진적 개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국내 법체계 내에서 시장우선,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추진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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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줄어들지 않는 가계부채
◦ 이미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보다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
◦

가계부문에 대한 채권의 총량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시켜가지 않는다면 상당 수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적극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가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여가야 하며, 이는 곧 가계부문을 대체할 적절한 자산이 공급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자체가 줄어듦(contraction)을 의미함.

◦

현 시점에서 국내자산시장에의 과잉투자를 해소 혹은 미연에 방지하고 내국인 소유의 해외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기업구조조정: 해외사례에서 배울 점
◦

조선,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 : 선진국들은 왜 이 시장을 잃었나?

◦

전자, 자동차의 미래 :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산업,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공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

우리는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이유가 있나?

◦

죽어가는 산업을 금융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는 진리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

키코(KIKO) 사태, 신용카드 사태, 펀드 사태, 부동산 PF와 저축은행사태, 동양증권사태 등 각종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영업관행
◦ 감독당국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편에 섬으로써 사태를 키우거나 사태수습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킨 사례
◦ 방관하던 감독당국이 급속하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사태의 트리거가 된 사례

15

3. 금융부문 Big Picture에 대한 고민
어떤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 자금 수요자 입장: 부채, 지분, 결합, 파생 기타
◦

자금 공급자 입장: 예금, 보험, 투자, 위임 기타

어떤 금융기관이?
◦ 상품, 서비스별 특화된 면허: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영역의 엄격한 구분
◦

단일 면허로 다기능, 다품종 유통 채널화: 방카슈랑스, 유니버설뱅킹 등

어떤 게임의 룰에 따라?
◦ 사전에 게임의 룰을 상세히 정한 후 시행
◦

기존 게임의 룰에 저촉되지 않으면 시행 후 보완

어떤 방식으로?
◦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되, 강력한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

정책목표 및 건전성 중심의 강력한 통제,

보완적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상품 및 서비스 다양성 자체는 매우 고도화
원칙적으로 ‘인가’가 필요, 창의성에 한계

원칙적으로 상품, 서비스별로 특화된 금융기관
제한적인 겸업주의로의 이행, but 원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부채, 서비스는?

새로운 채널은?

법, 령, 규정, 세칙 등 디테일한 사전규제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추구, but 실적은?

새로운 게임의 룰은?

금융부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하는지의 근본적 문제
금융부문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의 원칙 미비
감독체제 논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

새로운 감독체계는?
새로운 감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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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규제
감독당국의 역할은 인가된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영업행위와 시장규율을 지켜나가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며(design and enforce rules), 진입과 퇴출을 질서있
게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금융기관들을 지도하며, 이를 지
키지 못할 경우의 벌칙(penalties for noncompliance)을 규정한다.
기술혁신의 결과를 금융부문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약성(vulnerabilities)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데이터의 유출, 원격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사취행위(electronic fraud)의 발생가능성,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소비자보호
체계(consumer protection frameworks), 비은행이나 비규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예금보험과 같은 안전망(safety nets)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을 틀 수 있다.

◦

상호 연결된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들의 경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술관련 리스크는 범죄의도를 가지거나 혹은 재미로(for fun) 공격하는 해커들에 노출되는
취약성인 사이버리스크(Cyber risk)이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사이버리스크 사건들로 인해 큰 손실을 입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핀테크 상품들(fintech products)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실패에서 오는 통상적인 운영리스크는 물론이고 외부의(third-party)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
존성에 따른 리스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슈왑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Klaus Schwab 2016에서)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권력의 분산과 재분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 집행이 새로운 경쟁에 부
닥치게 되고 중심적인 정책집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현재의 공공정책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은 의사결정자들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숙고하고 적절한 규제의 틀이나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제2차 산업혁명기의 관행에 맞추어져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 속도와 광범위한 영향은 입법자들과 규제당국이 전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

규제당국은 새롭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자신들이 규제하고 있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창조(reinventing
themselves)하고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가 대중의 의견을 듣고(public engagement) 정책을 입안하는(policymaking) 방식을 바
꾸어야 한다는 압력을 갈수록 크게 받을 것이며, 특히 규제(regulation)에 대해서 이러한 압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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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규제(계속)
핀테크는 규제의 회색지대가 될 개연성이 크다.
◦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인가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은행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수행한다.

◦

감독당국은 행위가 아닌 사업체(entities)를 상대하는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전성 규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응이 늦어져서 핀테크의 사업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걱정해야 할 주요한 이슈의 하나가 규제아비트라지(regulatory arbitrage)이며, 많은 핀테크 상품들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계로 제약할 수 없다는
(contained within national borders) 점에서 핀테크 관련 활동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

예들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규제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접근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제한적인 용도
로 이를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샌드박스 접근법은 감독당국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될 경우의 리스크를 보다 제한적인 환경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핀테크 기업들, 특히 신
생업체들이 완전한 규제체제를 갖추기 위한 비용을 들이거나 규제위반의 벌칙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을 테스트해볼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

물론 샌드박스 자체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감독당국은 상품 판매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야 할 승자와 패자의 선택을 해
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샌드박스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감독당국의 감시 하에서(under the watchful eye) 금융과 기술
이 협력하여 유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존의 데이터 관련 기준(data-related standards)이나 공정한 정보사용 관행(fair information practices) 등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 가능한 정도의 진보된 정보수집 및 분석기술 수준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ethical use of data)에 대한 원칙의 확립이 필
요하다. 개인 데이터의 적법한 사용방식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소유나 민간과 및 감독당국을 포함한 공공부문 사이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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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규제(계속)
이 단계에서의 과도한 (대개의 경우 시
장의 압력에 밀려 뒤늦게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규제완화는 과
도한 낙관론에 의거하여 잠재적인 개
별금융기관 혹은 시스템 리스크를 증
대시킬 가능성

이 단계 이후에야 비로소 규제를 정비하게 되는 경우 시행착오
를 줄일 수 있으나 이미 성숙된 기술을 금융산업에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혁신의 의미가 없어지게 됨
이 단계에서의 과도한 (대개의 경우 기
존의 시스템에 의거한) 규제는 기술혁
신의 산물을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동력을 꺼뜨림으로서 금융혁신을 지
연시킬 가능성

이 단계에서의 과도한 (대개의 경우 새롭게 발견된 리스크 요
인 혹은 그 현실화로 촉발된) 규제는 기술혁신의 산물을 정상
적으로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금융산
업의 발전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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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거티브 시스템
현재의 규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

누가: 금융기관, 주주, 임직원 등

◦

무엇을: 상품 및 서비스, 내부 관리업무 등

◦

어떻게: 업무처리 방식, 지배구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지연되거나 불법인 상태로 방치
◦

P2P대출의 경우: 대부업 등록 의무에 대한 논란이 10년 이상 지속 →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편법 영업을 방치

◦

인터넷은행의 경우: 별도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를 필요로 했나? → 경쟁국에 비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10년 이상 뒤지는 결과

◦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 현행법상 위법? → 거래소 자체의 위법성 혹은 거래자의 위법성?

◦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가능한가?

기술혁신은 포지티브시스템에 기반을 둔 규제가 불가능한 시대의 도래를 예상케 함.
◦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원론적으로 불가능

◦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의 정의가 불명확해질 가능성

◦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사문화 가능성

샌드박스 접근법은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 의미가 있을 뿐,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혁신의 지연만을 초래할 가능성

◦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vs 문제 없음에 대한 확인

◦

드론에 대한 비행허용구역 vs 비행금지구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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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과 금융산업 (참고)
1. DLT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및 프로세스의 구축을 통해 간소화(simplicity)와 효율성(efficiency)을 증진시킬 것이다.
2. DLT는 미래의 금융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반이 될 수많은 기술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3. DLT를 활용하는 방법론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그 장점이 나타날 것이다.
4. 디지털 아이덴티티(Digital Identity)는 DLT의 활용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새로운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히 디지털 화폐는 DLT의 장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5. DLT의 활용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진입자 및 감독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DLT의 활용이 복잡하거나 시행이 지
연될 것이다.
6. DLT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혁신함으로써 현재의 사업모형상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방법론들의 유효성이 도전 받게 될 것이다.

컨소시엄 기반의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성공할까?
◦

대형 금융기관 혹은 대형 IT 업체 중심의 컨소시엄이 DLT에 기반을 둔 사적 금융플랫폼 개발을 주도

◦

DLT 고유의 유인제도(incentive system)가 사적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

아이덴티티 : 분산원장기술의 약한 고리(weak link)
◦

수많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해킹 사례는 DLT의 문제이기보다 아이덴티티 도용의 문제

참고: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n ambitious look at how blockchain can reshape financial services,” World Economic Forum,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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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체인 해킹
Mt. Gox
◦

2010년 7월 개설된 동경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

◦

2011년 해킹에 의한 거래시스템 교란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에는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차지

◦

2014년 2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85만 비트코인(약 4억5천만 US달러)을 도난당했다는 발표와 함께 모든 트레이딩이 정지되고, 이후 부도 및 청산 수순을 밟음.

◦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며, 거래대행은행이었던 미즈호의 책임 문제도 제기됨

Etherium DAO
◦

DAO는 분산된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의미하나 The DAO는 스마트자물쇠를 제공하는 독일의 신생기업인 Slock.it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일종의 벤처캐피탈로서 2016년 4
월30일 설립되어 28일간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5천만 US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

◦

2016년 6월 해킹에 의해 3백6십만 이더(약 US 5천만달러)가 해커계좌로 이동하였으나, 시스템 특성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하트포킹(hard forking)에 의해 기존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여 도난당한 금액을 원래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일부 사용자는 이에 반대하여 기존의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계속 사용키로 함으로써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

Bitfinex
◦

미 달러 기반 비트코인 거래의 최대 거래소

◦

2016년 8월초 해킹에 의해 약 6천5백만 US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도난당함.

◦

Bitfinex는 구체적인 도난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계좌에 대해자산가치를 36% 절하하는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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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아이덴티티(Digital Identity, DI)와 금융산업
DI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인 핀테크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
◦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순수하게 디지털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신분확인기술은 물리적인 채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나 , 대출과 관련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DI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물리적인 신분확인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핵심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줌.
◦

물리적인 신분확인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경우 프로세스의 비효율성과 오류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DI는 보다 광범위한 용도에서 핵심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보험이나, 대출, 추심 등과 같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는 개별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accurate and detailed knowledge)을 필요로 하며, 감독당국 또한 금융기
관이 고객확인에 대해 강력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강력한 신분확인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물리적인 신분확인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정보의 과다노출이나 정보유출의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불법적인 사용자가 공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
로써 사회의 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나, DI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의 거래들을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바이오메트릭스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핵심적인 혁신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음.
◦

지문, 홍채, 혈관, 안면인식 등의 기술은 이미 실용화 단계, but 금융거래에서의 활용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7의 홍채인식 기술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보안에 있어 OTP 방식보다 낮은 등급이 적용

◦

그러나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새로운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참고: “A Blueprint for Digital Identity: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Building Digital Identity,” World Economic Forum,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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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아이덴티티(계속)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분확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 추세
거래량 증가
◦

디지털채널의 이용확대와 기업간 연결성(connectivity between entities)의 증대에 따라 신분확인을 전제로 한 거래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거래의 복잡성 증대
◦

해외 구매 등과 같이 이전에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매우 이질적인(disparate) 거래주체들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Rising customer expectations 고객 기대수준의 상승
◦

고객들은 단절되지 않고 모든 채널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seamless, omni-channel service delivery)을 기대하고 최대의 만족도(best customer experience)를 제공하는 서
비스 제공자에게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됨.

보다 엄격한(stringent) 규제요건
◦

감독당국은 거래와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금융기관들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신분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이러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결여된 경우 보다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금전적 손실이나 명성의 훼손(reputational damage)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
◦

금융시스템 내의 범죄자들(bad actors)이 갈수록 첨단화된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취약한 신분확인 시스템을 공격하여 매우 단기간에 금
전적인 손해는 물론 명성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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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혁신과 격차해소
금융산업과 양극화
◦

기술혁신은 금융소외의 해소(inclusion)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공존

◦

기술혁신의 혜택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 → 새로운 유형의 계급

◦

예: 고빈도 거래자들이 거래소에 인접한 곳에서 대용량의 계산능력을 가진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몇천분의 1초 단위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millisecondlong) 가
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

업종 구분 자체가 불공정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존의 금융기관(incumbent)과 기술기반의 신규진입자(technology-based new entrant) 간의 경쟁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격차해소에 기여할 가

능성, but 규제가 신규진입자의 활력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격차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원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 새로운 업종? 새로운 기관? 새로운 상품?

◦

금융산업,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의 정의가 변화

◦

금융플랫폼과 P2P가 금융시스템의 주류(mainstream)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금융포용의 범위가 확산될 것이지만, 제도적 환경이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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