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은행을 습격
(Tech’s raid on the banks)

  

◈ The Economist紙(19.5.4일자) 핀테크특집기사(“Tech’s raid on the banks”) 
요약 ‧정리한 자료이며 Ⅲ번에서 한국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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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핀테크, 은행을 습격  

◈ Tech’s raid on the banks(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변화에 직면한 은행

□ (눈앞에 다가온 변화) 지난 20년간 디지털 서비스는 경제와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켰지만 은행은 여전히 혁신의 흐름 외곽에
머물러 있음

ㅇ 하지만 계속된 핀테크 발전*은 은행이 더 이상 변화의 흐름

밖에 머무를 수 없도록 압박

     * (아시아) 간편결제앱은 10억명 이상의 사용자의 일상 

    ** (미국) 모바일뱅킹이 임계점에 도달(모바일뱅킹 비율 49%)하였고 페이스북과 

같은 핀테크 기반의 대기업이 티켓구입,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안하며 경쟁

□ (은행변화의 특수성) 은행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고 고객의 소비

‧투자‧상환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

ㅇ 금융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일부 은행가와 정치가들은
기술 변화에 저항

ㅇ 하지만, 더욱 가볍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개방된 금융 시스템의

장점은 리스크를 압도

2. 늦었지만 가야할 길

□ (변화는 Trend) 규제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변화는
지연되어 왔으나 늦게라도 변화 필요

ㅇ (아시아) 은행과 연결된 결제앱이 이커머스, 챗, 차량 호출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고객관계를 점유하기 위해 은행과 경쟁

     *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동남아)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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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유럽) 대형은행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점포
운영 비용이 거의 없는 모바일 기반 네오뱅크(Mobile-only

"neobank")가 고객 잠식

     * JP모건은 5분만에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기업은 결제와 관련해 웨스턴 은행과
협업하고 있으며 은행에 비해 더 높은 수익 달성 기대

□ (더 빠른 변화)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은행에 머물지 않고
있으며 변화를 가속화

     * 18-23세 영국인 15% neobank 사용

ㅇ (핀테크 기업) 신뢰성 있는 핀테크 기업(애플, 아마존 등)은
이미 대형 금융 기관으로 성장할 후보자로 꼽히고 있으며,

ㅇ (은행, 변화동참) 美 4대 은행은 고객이 사용하는 앱을 완벽
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더 정확히 수집하기 위해 매년 250억
달러 지출

ㅇ (투자자 대응) VC는 작년 핀테크 스타트업에 370억달러 투자

□ (스마트폰 혁명)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혁명은 경제를 부양하고
이익을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3. 변화의 혜택과 위험

□ (변화의 혜택) 비용절감, 편의성 개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기
탐지 등 변화를 통해 막대한 혜택

ㅇ (비용절감) 지점폐쇄, 관리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비용절감*

     * ‘00년 네덜란드는 미국보다 1인당 은행 지점수가 더 많았으나 현재는 
미국대비 1/3에 불과 

     ※ 전세계 상장 은행이 경비를 1/3으로 줄이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매년 
80달러씩 지급 가능

ㅇ (편의성 개선)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과 같이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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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활용 개선) 디지털 채널로 수집된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정과 사기 탐지의 정확성 개선 가능

□ (변화의 위험) 금융시스템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은 잠재적 혼란을 수반

ㅇ 1950년대의 신용카드를 통한 쇼핑 혁명은 미국 소비자 부채
문제를 촉발했고,

ㅇ 1980년대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킨 증권화는 서브 프라임
위기에 일부 원인이 됨

ㅇ 일부 대형은행이 SNS기업과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보와 자본을 더욱 집중*시켜 경쟁업체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 소지도 존재

     * Facebook과 Wells Fargo의 합병 등의 상황

ㅇ 예금과 대출 관리능력이 부족한 네오뱅크가 은행 고객을
잠식하게 될 경우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

ㅇ 고객이 간편결제 등 외부 채널을 많이 이용할 경우 모기지나
예금 등 은행 역할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 금융안정성 저해

4. 안정적 변화

□ (혁신친화적 규제) 핀테크의 이점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

ㅇ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혁신친화적 규제가 도움이 될 것

□ (안정성 유지) 정부는 현재의 전체 규모*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할 필요

     * 전 세계 은행들은 약 7조 달러의 핵심 자본을 보유

ㅇ 신규 진입자가 충분히 자본력을 갖췄을 때, 중앙은행이 대출을 제공
(extend to them the lender-of-last-resort facilities)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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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안의 은행  

◈ A bank in your pocket(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ㅇ 손안의 은행을 설명키 위해 앤트파이낸셜의 이용 사례로 부터 시작

 - 항저우에서 버블티를 판매하는 P씨는 QR코드를 스캔하는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기존대비 40% 향상 된 (일 50건 주문 → 70건 주문) 매출증가를 달성 

 - 항저우의 Z씨는 마이뱅크(MYBANK)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가게를 리노베이션하여 경쟁에 대응 중

1.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개요

□ (경과) ‘04년 알리바바가 온라인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 설립한
알리페이로 시작하여 이후 P2P지급결제 등을 거쳐 급성장함

ㅇ ‘11년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에서 분리 되었고, ’14년 앤트
파이낸셜로 사명 변경 후 금융업을 영위 중

   * ‘18년 알리바바는 앤트파이낸셜의 지분 33%를 인수하겠다고 발표

□ (주요사업) 최근 5년간 앤트파이낸셜의 서비스는 지급결제를
넘어 종합 금융서비스로 확장됨

ㅇ (위어바오) 알리페이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 서비스*

   * ‘13년부터 시작한 MMF, ’18년 3월 자산규모 2,5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

ㅇ (마이뱅크) ‘15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알리페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기업 대상 대출 등 제공

ㅇ (앤트포츈) ‘15년 서비스 실시, 현재 30여개의 자산운용사를
연계하여 다양한 자산관리를 제공(위어바오 사용가능)

□ (해외 진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를 해외
(현재 54개국, 수십만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에서 사용 가능토록 주력

ㅇ 주요 규제

 - (중국) 앤트파이낸셜이 급성장함에 따라 알리페이 전송횟수 등을 제한

 - (미국) 앤트파이낸셜이 전세계 35만 가맹점 확보를 위해 추진한 MoneyGram의 
인수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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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은행의 우려 

□ (은행의 우려) 선진국의 기존 은행들은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외
서비스 확장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

ㅇ 새로운 경쟁자 출현이 기존 은행계좌를 위협할 것이라 보고,
예대마진 및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예상

ㅇ (아마존) 미국 빅테크회사 아마존은 은행업에 진출키로 결정

ㅇ (카카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팅앱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지급
결제 및 은행업을 영위 중 

ㅇ (Grab, Gojek) 동남아시아 승차공유 서비스인 Grab, Gojek은 지급결제, 
보험, 대출을 수행 중

ㅇ (텐센트) 중국 채팅앱 위챗 소유기업으로 앤트파이낸셜의 주요 라이벌로 
위챗페이*, 위뱅크(개인 대출 제공 온라인 은행) 등 소유 

   * ‘14년 홍바오 서비스를 기점으로 크게 활성화, 중국내 모바일 거래 점유율 39% (알리페이 54%)

ㅇ 기존 은행들은 모바일 전용 neobank*로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며 우려

   * 영국의 몬조, N26와 같이 자체 계좌 제공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상품 
중개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플랫폼 형태의 금융기관

⟹ 기존 은행들은 “덤파이프”(dumb pipe)*로 전락할 가능성
   * 단순히 금융상품을 전달만 하는 가치가 낮은 단순 연결 통로

3. 동 특집 기사의 방향

□ (전략 제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가올
경쟁에 대응하여 기존 은행이 스스로를 재창조*할 필요

   * 기존 은행, 핀테크기업, 네오뱅크, 금융소비자들의 공동 진화(co-evaluation)

ㅇ 기존 은행산업의 경쟁력, 국내 시장의 특성, 규제당국의
태도에 따라 각 국가의 발전 양상은 차이를 보일 것

□ (집중 조명 지역) 아시아와 영국을 집중적으로 조명*

ㅇ (아시아) 인구가 젊고, 저비용 금융상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으며, 기존 은행의 경쟁력이 약함

ㅇ (영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장려하며, 경쟁을 촉진 중
   * 디지털 뱅킹이 아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국은 대상 제외 

□ (첫번째 사례) 가장 네트워크가 잘 구축(most connected)되어
있고, 은행이 과잉 공급된 나라(overbanked)인 한국을 첫번째
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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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을 재미있게 만드는 한국  

◈ South Korea is trying to make banking fun (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ㅇ 서울에 사는 학생 Y씨는 “너는 어느 은행을 쓰니?”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
하기 위해 머리를 짜낸다. 그는 3개 은행에 6개 활성계좌가 있기 때문이다.

 - 한 은행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기관이 정해줬고, 다른 은행은 군복무시 
특별 혜택을 주었고, 세번째는 전직장에서 급여통장으로 지정한 은행임

 - 이와 별도로, 몇몇 휴면계좌와 몇 장인지 알수도 없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음

  * 카드 중 하나는 카드영업사원이 30만원을 쓰면 10만원을 돌려준다하여 가입한 카드였으며, 
그는 그것을 딱 한번 사용하였음

□ (한국 금융) 한국에서 금융서비스의 선택 기준은 인맥(personal

connection) 의존도가 높았고 서비스 이용편의성은 낮은편*이었음

   * 한국 성인은 평균 일인당 5.2개의 은행계좌와 3.6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 결제를 위해 평균 40번의 클릭과 4번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함

□ (핀테크 활성화 정책) ‘15년 금융위원회는 금융경쟁력을 강화
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핀테크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 핀테크 기업 사례 소개>

① (비바리퍼블리카) ‘13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면허 신청 중

   * 기업가치 12억 달러

- 토스앱 사용을 통해 사용자*는 계좌, 카드, 대출을 통합 조회
가능하고 금융상품까지 가입 가능

   * 11백만명 가입자 보유

- “은행은 토스를 위협이 아닌 고객 유치비용을 줄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접점은 토스가 가지고,
은행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 (이승건 대표)

② (레이니스트) ‘12년 설립된 핀테크기업으로 계좌통합과
자금관리 제공 ,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상품을 제시
하는 데이터 중심의 추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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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금융위는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 2개을 추가로 인가할 예정

   *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최대 허용기준) 만을 보유

□ (한국 금융 주목) 이미 5개의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이 계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ㅇ 카카오 계좌를 통해 그들의 금융생활을 바꾸는 것은 고객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근엄하고 냉철한 은행장 대신 재밌는 이모티콘이 앞장선 브랜드를 고르고 있음 

ㅇ 향후 한국인들의 금융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

- 뱅크샐러드앱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은 모집인 등을
통해 가입한 고객* 대비 매달 3배 이상을 소비하고, 3배 가까이
오래 고객으로 유지함

   * 매달 60만원 소비, 4개월간 고객 유지

- “영화 아이언맨의 AI조수 Jarvis의 금융자문 버전이 되기를 갈망”

(김태훈 대표)

③ (카카오) 한국인의 94%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보유중이며
위챗의 위챗페이와 동일하게 앱내 결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카카오페이(가입자 2천8백만, ‘18년 거래액 20조원 달성)

- ‘17년 2월앤트파이낸셜은카카오페이의지분 40%를 2억달러에매입

- “카카오페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앤트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하고,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신저 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임” (신원근 최고전략책임자)

- ‘17년 카카오은행*을 출범하였고 체크카드에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프렌즈를 내세워 고객에게 재미있게 접근

   * 영업개시 13일 만에 2백만명 가입자 확보, 현재 8백9십만명 가입자 보유

    ※ 케이뱅크 가입자수 1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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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은행이 알아야 할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들  

◈ What bankers need to know about the mobile generation(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모바일 뱅킹 Trend)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6년 사이
출생자)의 85%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Z세대(1996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

   * '18년 Raddon(美 컨설팅 회사) 조사

ㅇ 사람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편리함이며, 이는 기성
세대에게는 가까운 지점, 젊은 세대에겐 훌륭한 앱을 의미

 (현금사용 감소)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은 일주일에 한번은
Venmo나 Zelle과 같은 P2P결제서비스를 이용

ㅇ 17개국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외출시 지갑대신 핸드폰을 들고
나갈 의향을 묻는 조사 실시

- 한국 응답자가 핸드폰을 가장
많이 선택   * '17년 Bain & Company 조사 결과

 (서비스 대가 요구) 젊은 세대는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지만 그 대가로 서비스를 원함

 ㅇ (Uber & Amazon Prime)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
 ㅇ (Google Map) 나의 위치 추적을 허용하여 목적지 안내를 요구
 ㅇ (Netflix) 프로그램 추천을 받기 위해 시청습관을 제공

 (적은 대출)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빚과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대출에 대한 신중한 경향

ㅇ 미국 밀레니얼 세대 세 명 중 한 명만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보유*

   * 이는 같은 나이의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출처 : bankrate.com)

⟹ 은행이 젊은 세대로 부터 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의미

 (사회적 책임 관심)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금융회사의
가치 기반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큰 관심

ㅇ 젊은 세대들이 은행가에게 “왜 은행업에 종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를 원함 (릭 스피틀러 (Novantas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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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남아의 Gojek과 Grab, 금융도 태워드려요  

◈ In South-East Asia, Grab and Gojek bring banking to the masses 
(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 Gojek과 Grab의 공통점 

 ① 양 사 모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졸업생이 설립함

 ② 1억건 이상 다운로드된 앱을 보유

 ③ 승차공유 앱에서 시작하여 배달, 음식 주문 등 다른 물류 사업으로 확대

 ④ 데카 유니콘 기업(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1. Gojek과 Grab

□ (Gojek) '10년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어 ‘18년 해외 진출, 현재
베트남, 태국에서활동중이며, 올해 1월싱가포르(Grab의현근거지)에진출

ㅇ Gojek*은 인도네시아 (인구 2억 6천만명, 동남아 인구의 2/5)에
근거지를 둔 장점 보유

   * 인도네시아어 오토바이 택시를 뜻하는 ojek에서 유래

□ (Grab) Gojek 보다 늦게 '12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으나
일찍이 다국적기업*으로 진출하였고,

ㅇ ‘18년 Uber가 Grab과의 가격전쟁 후 Grab의 27.5% 지분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함에 따라 Gojek을 앞서게 됨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Gojek과 경쟁국가 4국) 및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의 8개국에서 활동

2. Gojek과 Grab이 제공하는 서비스 

□ (모바일앱 충전)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 외에 여분의 현금을
받아 승객 앱에 충전(top-up) 가능

ㅇ 최근에는 키오스크와 편의점 등에서 디지털 지갑에 현금을
충전하는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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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결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하여 QR코드 결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느린 가맹점 모집 속도는 해결해야할 문제점

   * Grab은 비현금 지급(cashless) 사용자가 현금 지급 사용자보다 두 배나 많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한 개 보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30% 더 높다고 밝힘 

  ** Grab Food 이용시 일반적으로 거래가 20~30% 증가하고, Grab Pay 이용시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 중  

□ (금융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대출과 소액 보험 등 제공

ㅇ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신용 점수를 산정하고, 앱내 지갑에서
결제를 받아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있음

     

o 루벤 라이(Grab Financial 대표),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에서 지급결제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SEAN지갑을 만드는 것"

ㅇ 은행 고유의 업무에 진출하는 것(대출실행, 보험계약 등) 보다
앤트파이낸셜과 같이 은행들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자 함

     

o 알디 하리오프라토모(Go-Pay(Gojek의 간편결제 서비스)대표), 

  “은행에게 Go-pay는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

  “우리는 은행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은행은 단지 시장의 

30%*만 가지고 있음. 나머지 70%가 더 있고 이 것이면 충분함”

   * 동남아시아인의 75-80%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음(unbanked)

  “Go-Pay(Gojek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 간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것”

3. 아세안 기존 은행들의 우려

□ Gojek과 Grab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동남아의 기존 은행들은
선진국의 종합소매금융업*과 같이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

   * full-coverage retail banking

ㅇ 기존 은행들은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하고, 일반고객은 금융과
타 서비스가 결합된 모바일플랫폼에서 은행의 상품을 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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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싱가포르 은행의 금융혁신 대비법  

◈ How Singapore's incumbent banks are preparing for competition 
(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DBS의 변화 

□ (위기의식) ‘14년 피유시 굽타(DBS* 대표)는 마윈과의 회의 후
앤트파이낸셜이 금융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뱅킹 전략을 전면적으로 주도

   * 싱가포르 최대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ㅇ 피유시 굽타,  

  “앤트파이낸셜은 이미 고객 접점과 가치를 창출할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
활동 일부를 은행에게 전달하고 있음”

  “80대인 우리 아버지도 온라인 뱅킹을 하고, 온라인으로 세금도 내고, 
아마존에서 쇼핑도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있는 40~50대를 바꾸지 못할 
이유가 뭔가?” 

□ (변화 추진) DBS는 자체적으로 은행의 변화(transformation)를 추진

① (디지털 전환) 컴퓨팅 자원 80%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통해
지원부서(bank-office) 기술 재정비

② (핀테크 기업 제휴) 최근 Gojek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는 기업들과 제휴 확대

③ (디지털 뱅크 출범) 2년전 인도에서 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모바일 뱅크인 Digibank를 출범*

   * 작년 인도네시아에도 진출 하였으며 현재 두 나라에서 2백9십만 고객 보유

     

o (저렴한 고객 확보 비용) 온라인 프로모션과 광고를 통한 Digibank 고객 

확보 비용은 8~10달러 수준으로 오프라인(60~70달러) 대비 매우 저렴 

o (운영비용 절감) 지점 없이 계좌를 운영할 수 있어 비용이 매우 절감

o (신규사업 추진) 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주택, 에너지 계약

(energy contracts) 등을 위한 디지털 시장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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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OB의 노력 

□ UOB*는 지난 3월 태국에서 디지털 뱅크인 tmrw**를 출범하고
고객의 금융습관과 필요 분석을 위해 eLab(engagement Lab)을 설립

   * 싱가포르 예치금 3위 은행인 대화은행(United Overseas Bank)

  ** tomorrow로 발음됨

 ㅇ 데니스 쿠(UOB 디지털뱅킹 총괄부장)는 디지털 뱅킹과 디지털
뱅크를 구분하여 설명하며, “디지털 뱅크가 은행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

     

 (디지털 뱅킹과 디지털 뱅크)

 - 디지털 뱅킹(Digital Banking) : 지점과 전화 등 다른 채널과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디지털 뱅크(Digital Bank) :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한 은행

3. 규제 당국의 정책

□ (기존 은행 지원) 싱가포르 규제당국은 기존 은행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이전,
선제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등 은행 역량 강화를 독려

□ (MAS) ‘16년 싱가포르 주요 은행들과 계좌간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P2P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ㅇ Singpass*에 더 많은 분야의 정보를 저장케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금융기관이 그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싱가포르 국가 전자인증시스템(Singapore Personal Access)

     

※ 소프넨두 모한티(MAS 최고핀테크책임자), 

   “공공 정책입안자로서, 은행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합리화(rationalise their 

costs) 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non-regulated entities)과 경쟁하기 위한 
공정한(level)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음”

ㅇ 싱가포르의 이러한 정책(기존 은행 대상 디지털 서비스 지원)은
일부 다른 규제 기관들(특히 영국)의 신규 핀테크기업을 장려
하고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과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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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디지털 세계 원주민을 위한 새로운 은행  

◈ For digital natives(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네오뱅크의 성장과 규제당국의 노력

□ (빠른 성장) 역사적 배경과 규제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영국의 네오뱅크는 빠르게 성장 중

ㅇ (Starling) ‘16년 은행 면허 취득 이래로 52만개의 개인 계좌 개설

ㅇ (Monzo) 매주 평균 30,000명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영국에
160만명의 계좌 개설

□ (규제당국 노력) 영국의 규제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

ㅇ (경쟁촉진) FCA는 신규 진입자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

     

* FCA는 정책 수립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리스크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스크도 함께 고려(it considers "not just the risk that bad 

things will happen, but the risk that good things will not)

ㅇ (단계적 성장) 영국의 금융혁신에 대한 접근법*은 핀테크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오픈뱅킹” 규칙이나 “수정된 지불 서비스 지침(revised PSD)” 등

ㅇ (샌드박스) FCA의 승인을 통해 일년에 두 번 약 25개 회사에
대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하는 샌드박스 제도 운영

2. 네오뱅크의 전략

□ (제3자 제품 판매) 전통적 은행과 달리 예대마진 보다는 제3자
제품 판매 비즈니스 모델 집중

ㅇ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네오뱅크들은 데이터 전문가와 앱 개발자에게 많은 비용 지출

ㅇ 네오뱅크가 보유중인 계좌정보와 고객신원을 참조하여 아마존
원클릭-쇼핑처럼 편리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지문인증, 얼굴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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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오뱅크의 경쟁력

□ (클라우드 활용) 레거시 메인

프레임에 비해 최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IT예산의 3/4 절감 가능

□ (지점의 부재) 전통적 은행의

경우 지점과 관련 직원은 은행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

<글로벌 은행지점 증감(인구 백만명당)>

□ (효율적 비용구조) 일반적으로 은행 고객 한명당 연간
200~400달러를 벌어야 하고, 새로운 계좌 하나에 상당한 한계
비용이 추가되는데 비해

ㅇ 네오뱅크의 경우 제품개발, 고객확보 등을 포함하여 약
50~60달러 수준의 비용이 들며, 추가계좌 유지관리에 드는
한계비용은 사실상 없음

4. 글로벌 성장

□ (해외진출) 효율적 비용구조에 기반을 둔 규모의 경제는 네오
뱅크 해외진출의 강력한 동력

ㅇ (유럽) 더블린에 기반을 두고 있는 Starling은 유로존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Monzo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 라이센스
획득 계획

ㅇ (아시아) Revolut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진출 중이며,
외국인이 다수인 싱가포르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호주를 매력적 시장으로 판단

ㅇ (미국) N26과 Revolut은 미국 진출도 검토 중, 미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 “화이트 레이블”은행*과 제휴를 통한 규제 준수 예상

   * 은행 면허가 없는 기관들을 위한 예금보유, 지불대행, 대출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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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캐쉬리스 시대, 어린이 경제교육  

◈ Coin of the virtual realm(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캐쉬리스 시대의 어린이 경제교육

□ (경제교육 앱) 영국 해안마을 리밍턴(Lymington) 부모들의 자녀
경제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앱(GoHenry) 탄생

ㅇ 부모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GoHenry 앱을 고안

ㅇ 부모와 자녀가 각자 별도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며
6세 이상 어린이는 £2.99 또는 $3.99의 월 이용료 지불*

   * 영국과 미국에서 이용가능하며, ‘18년말 379,000명 계정 보유

□ (경제교육) GoHenry는 어린이들이 진짜 돈을 관리해봄으로써
재정적으로 좋은 습관을 배우도록 고안

ㅇ (부모기능) 용돈 지급을 예약하거나 특정 집안일을 완수했을
때 지급되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자녀들의 소비도 확인 가능

ㅇ (자녀기능)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직불카드를 받고, 가상의 저축
항아리에 돈을 넣거나 저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출과 잔액 확인 가능

ㅇ (동기부여) 재무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소비와 저축을 위한 동기 부여

2. 긍정적 효과와 한계

□ (가족간 소통) 자녀 재정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재무 관리를
주제로하여 가족 간 대화 활성화

   *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토론 주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음(‘13년 캠브리지 대학 연구)

ㅇ 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어린 시절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

□ (수수료 문제) GoHenry외에도 다양한 어린이 경제교육 앱*이
있지만 모두 이용료 지불

   * Osper, Nimbl, Pennybox 등

ㅇ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기존 은행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의
서비스 운영

ㅇ 하지만, 은행 라이센스가 없어 예수금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용료를 받아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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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공격수에 의해 다시 젊어진 은행들  

◈ Young at heart(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금융혁신을 위한 내부경쟁

□ (내부 혁신) 전통적 대형은행들이 혁신을 위한 공격수 역할을
할 모바일 전용 은행을 설립, 자체 경쟁을 통한 혁신 시도

ㅇ (Pepper)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르미(Leumi)은행*이 ‘17년
설립한 모바일 전용 은행

   * 이스라엘 건국(1948년 선포) 전 1902년 런던에서 설립

ㅇ (Bo) 2년 전 은행업의 파괴적 혁신이 다가올 것이라고 결론
내린 RBS*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모바일 전용 은행 Bo 설립

   * 영국에서 3번째로 큰 은행 그룹 

2. Leumi의 Pepper

□ (이스라엘 최초) 이스라엘 최초의 모바일 전용 은행인 동시에,

ㅇ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이스라엘 최초의 은행

□ (서비스 구성) 현재두가지앱으로구성되어있으며, 3번째앱개발중

ㅇ (Pepper) 페이스북 뉴스피드와 유사한 형태로 거래내역, 재무
관리 팁, 계좌주의 소비성향 유관 뉴스기사 등을 제공

ㅇ (Pepper Pay) 송금 기능 제공

ㅇ (Pepper Invest)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저렴한
수수료의 주식 매매를 지원 (페퍼의 3번째 앱으로, 현재 개발 중)

□ (빠른 성장) Pepper의 고객은 수만명 수준이며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은행보다도 빠르게 증가 중(Russak-Aminoach, Leumi 대표)



- 17 -

□ (자체경쟁) 페퍼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디지털 공격수를 설립한 트렌드의 초기 사례

ㅇ 자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은행과 다른 측면의 고객을
공략하는 브랜드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

ㅇ 하지만 페퍼의 사례가 성공적이자 기존 은행들 사이에서 르미처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증대

ㅇ 30%의 Pepper고객은 르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르미은행의 소매시장 점유율에 25%에 달함

     

ㅇ 루삭 아미노아흐(르미 대표),

  ”사람들은 나에게 너 자신을 먹고 있냐고 묻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나은 일이라면 상관 없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기 때문“

3. RBS의 Bo

□ (산업전환 대비) RBS가 금융산업의 전환속도에 비해 변경이
느릴 경우 Bo를 통해 원활한 전환 관리

ㅇ RBS의 뱅킹 코어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시간 부족 → Bo를
통해 ‘19년 하반기 모바일 전용 은행 서비스 출시 예정

□ (경쟁력 강화) 모바일에 익숙한 고객들과 낮은 시스템 구축
비용에서 오는 수수료 경쟁력

ㅇ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훈련된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한 부드럽고 빠른 서비스를 기대

ㅇ 15년 전만해도 새로운 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해 메인프레임
기업에 엄청난 금액의 수표를 지불해야 했지만

⇒ 현재는 기술발전에 따라 모바일 전용 은행 서비스를 위해
수천만 달러만 지불하면 18개월 내 구축하여 서비스 가능

□ (고객 이동기대) RBS의 뱅킹 코어 시스템을 Bo로 이동시키기
보다 RBS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Bo로 이동하길 기대

ㅇ SNS의 예를 볼 때 처음에는 젊거나 부유한 사람들만 먼저 사용
하였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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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고객을 위한 금융혁명  

◈ Crowning King Customer(The Economist, 5.4) 요약‧정리

1. 시중은행의 한계와 새로운 옵션의 필요성

□ (기업고객 집중)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은행들은 대형
기업고객에 집중하는 경향

ㅇ (일반고객 소외) 이 과정에서 평범한 일반 고객들은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ㅇ “선도적 시중은행은 대규모 대부업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음”
(Kevin Travis, 세계적 은행업 전략가이자, Novantas의 Vice President)

□ (새로운 옵션 필요) 고객이 사용 중인 은행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객이 은행의 서비스에 만족하기 때문은 아님

   * 연간 미국의 경우 8%, 영국의 경우 4%의 고객만이 은행을 변경

ㅇ “우버가 등장 전까지 택시에 만족하던 고객도 우버를 이용 후
비오는 날 택시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Jason Bates, 은행-핀테크 컨설턴트)

2. 새로운 옵션의 등장, 기존은행과의 경쟁

□ (새로운 옵션 등장) 평범한 일반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옵션 등장의 다양한 징후가 보임

ㅇ 영국의 네오뱅크는 입소문을 통해 수백만 명의 고객 확보

ㅇ 과거에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았지만 최근 아마존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은행 수준의
신뢰를 받음*

   *  McKinsey가 매년 수행하는 디지털 지급결제 설문조사 결과

ㅇ 미국의 Z세대(1996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2/3이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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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은행과 도전자) 핀테크와 네오뱅크들의 부상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지만, 기존은행들은 여전히 막강한 경쟁자

ㅇ (기존은행 강점) 부모가자녀의계좌를개설하는 등고객의 관성은
기존은행의 가장 큰 강점이지만 여기에 안주한다면 기존은행 필패

ㅇ (도전자에 대한 기대) 핀테크와 네오뱅크는 더 낮은 비용을
무기로 더 나은 가치*를 제공

   * 수익성이 없던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계좌 및 외화송금 수수료 등의 인하

     

ㅇ 잰 벨런스 (Ernst & Young 컨설턴트)

  ”일반적으로 소매금융에서 주주가치의 70%는 고객관계 및 판매채널에 
의해 결정되며, 금융상품에 의한 것은 단지 30%에 불과“

3. 도전자 전략

□ (가치사슬 연계) 대출이나 비금융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하면서도 수익성 제고 가능

ㅇ 신용한도 확대, 구매 할인, 리워드 프로그램등을 통해 소매업체의
매출을 높임으로서 금융서비스의 저렴한 수수료로 인한 손실 만회

ㅇ 모기지 대출의 경우도 부동산 매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
조회를 제공하는 주택매매 서비스와 직접적 연계

4. 금융혁명의 미래

□ (고객행복 추구) 핀테크나 네오뱅크는 수수료가 낮거나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관점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

ㅇ 단순히 금융상품을 합리적인 수수료로 제공하거나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ㅇ 고객이 원하는 대출 등의 금융상품이 고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까지도 고객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며,

ㅇ 기업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행복)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어야 기존은행의 관성을 넘어 경쟁우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