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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과 경제발전
금융은 돈 또는 자금의 흐름을 말하며 흔히 인체 내 혈액의 흐름에 비유된
다.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이 잘 이루어져야 건전
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의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화폐를 직접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로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금융회사가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거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기술이전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는 재화 및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금융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경로는 정보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
실 금융은 돈의 흐름이면서도 다른 한편 정보의 흐름을 수반한다. 금융시스템
에서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즉 정보의 생산, 유통, 사용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신용경색이나 금융위
기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정보흐름의 장애나 왜곡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유동화
상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신용정보가 제대로 평가,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의 전파과정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
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과거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들의 회계 등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03년 카드대란은 개인 신용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은행 등 금융중개회사(financial intermediaries) 및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
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함으로써 양자를
중개한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정보 문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복평
3) X. Vives는 최근 글로벌 유동성 위기의 핵심이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누가 리스크를 가졌는
가? 누가 손실을 보았는가? 누가 지급불능 상태인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것이 대
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위기라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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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duplicated screening)와 같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 정보 문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계약 이후의 비대칭 정보 문제로 구분된다. 최근의 은
행이론 및 금융중개이론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
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금융중개기능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다.
금융중개회사 및 금융시장은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분석‧
평가, 대출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금공급자가 직접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복 문제(duplicated
screening)가 있다. 금융중개회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 이용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신용분석의 know-how를 축적하여 일반 자금공급자에 비하여
탁월한 신용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대표적인 정보 생산자로서 은행대출은 비대칭정보 하의 금융시
장에서 중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한다. 대출 은행은 차입 기업과의 예금거래
및 오랜 기간 지속된 대차거래로 해당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
악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의 채무를 inside debt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
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현금흐
름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
석 결과 은행대출의 공시가 기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
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회사채 공모의 경우에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
한편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은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신용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그 대가
로 원금과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위험방지에 주력하는 데 반해 자본시장의 주주들은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한다. 은행과 자본시장은 모니터링의 방
식에 있어서도 상이한데 은행의 경우 소수의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기업을 모
니터링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경우 어느 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 투자자들의 견
해가 집약되어 반영된다. 또한 은행은 기업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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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깊숙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지향형 영업에 따라 규
율의 경감 및 협상의 사후 조정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일률적인 금융중개 기능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파악하기는 힘드나 규율의 경감
및 협상에 의한 사후 조정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자본시장이 생산하는 정보는 상
호 보완 및 경쟁을 통하여 해당 기업은 물론 전체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주목적은 정보를 수집하
고, 처리하고, 알리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서 수집, 생산, 가공,
처리되는 정보는 크게 경성(hard) 정보와 연성(soft) 정보로 구분하는데 자본
시장은 경성 정보에, 은행은 연성 정보의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특정 금융중개회사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독점
하는 경우 이 금융중개회사가 독점력을 행사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원을 어느 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수의 은행 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보험(liquidity insurance)에 대한 수요뿐 아니
라 정보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의 생산이 금융의 주된 기능인 것은 명확하지만 금융의 기능이 이것만
인 것은 아니다. Levine(2004)은 경제성장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을 다음과 같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투자기회 및 자본 배분에 관한 정보의
생산, 둘째, 기업 모니터링과 기업 지배권 행사, 셋째, 위험(risk)의 거래, 분산
및 관리, 넷째, 저축의 동원과 모집, 다섯째,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등
이다. Greenbaum et al. (2015) 역시 비슷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7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하면서도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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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통로

자료: Greem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3rd ed., 2015.

이러한 금융의 기능들은 모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질적인 차이를 나
타낸다. 즉 금융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기능들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저축동원과 거래지원 기능은 대수의 법칙 등에 따라 비교적 쉽
게 발전하는 기능들인 반면 정보생산, 모니터링, 위험관리 등은 상당한 노하우
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복⋅하준경(2012)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들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밀접한
대응관계를 갖는다. 즉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주로 물적자본의 축적이 성장동
력이 되는데, 물적자본 투자에는 저축동원과 거래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 발전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총요소생
산성4)이 주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굴 등을
위한 정보생산, 고위험 투자의 처리를 위한 위험관리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이
중요하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저축동원이나 거래지원과
같은 금융의 기능보다는 정보생산, 모니터링, 위험관리 등의 금융기능이 더 중
요해진다.

4)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이란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 부분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국가가 비슷한 노동량과 자본량을 생산 요소로 사
용하더라도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노동과 자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생산량 부
분을 총요소생산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한 국가 경제가 가지는 생산 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 경제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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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도 많은데 글로벌 금
융위기까지는 금융발전 →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좀 더 많은 편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그림: 금융 부문의 상대 임금과 초과 임금 추이>

<그림: 금융중개 자산 및 금융산업 소득의 GDP 대비 비율 추이>

그러나 이는 금융의 정보생산 기능이 과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
니며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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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실정을 반영한다. 즉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
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준 데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그
토록 거대한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은 금융시장의 정보시스템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다. 먼저 증권화된 파생상품이 부외 거래가 되어 공식적
인 정보로 잡히지 않음에서 오는 정보의 문제, 다음으로 증권화된 파생 상품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신용평가 문제로 나타나는 비대칭 및 잘못된
정보의 문제, 그리고 은행산업 전반에서 금융 위기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
보가 불충분하게 전달되어 나타나는 은행간 거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간 유동성이 고갈되고 중앙은행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정보의 부족에 크게 기인한다. 위기
의 저변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서브프라임 트랜치 등 정교하게 고안된 증권
화 상품들이 있다. 또한 은행 간 시장에서의 혼란은 보통 정보의 부족 때문에
다른 은행의 상황을 믿지 않은 은행들의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전
의 은행시스템에서는 각 기관들이 대출을 감시하였으나, 증권화된 패키지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평가 기관들의 실패, 보너스와 부채 구조문제로 인한 펀
드 매니저들의 위험 감수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
었다. 이러한 문제가 중고차 시장에서와 같은 레몬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이 금융의 주된 기능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과 이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기능들을 중심
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현 상태와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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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
1. 한국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과 특징
한국은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온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을 주도하면서 수출 대기업들을
강력히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등장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과정에서는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소규
모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
차, 현대중공업 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해당 기업집
단의 과감한 투자와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규복⋅하준경(2012)에 따르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물적
자본 축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는 1인당 물적자본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에는 양자 간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고 총요소생산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
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규복
⋅하준경(2012)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후반
미국의 60% 수준인 반면 1인당 물적자본은 8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만연해 있
었는데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제 전반에 외형확
대 위주의 경영행태와 도덕적 해이의 심화, 이를 견제하지 못한 금융기관 여신
심사기능의 취약성 등 구조적인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라
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초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
는데 하반기 들어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기아 사태
의 처리 지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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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불신이 한층 높아졌다. 8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
고 10월 이후 S&P,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국내 개별 금융
기관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까지 잇따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
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그 결과 11월들어 우리나
라는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외환결제불능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한국은 매우 빠
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2002년에는 GDP성장률 6.3%, 소비자물가상
승률 2.7%, 경상수지 60.9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부는 외환위기 이래 은행의 기업정보 축적·분석· 활용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외환위기의 극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들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신용불량자 양산 등이 현실화
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신용 잔액은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추
세는 2003년 초까지 유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가계신용은 연평균 약 2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신용카드회사 등이 공급한 가계대출의 증가
율이 연평균 약 50% 이르는 등 가계신용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구조변화는 가계신용 급증의 주요인으
로 꼽힐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금융시장을 지배하던 정책당국에 의한 인위적
인 신용자원 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한 신용배분으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의 경
영에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행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기업대출에 비하여 수익성과 안전성 측
면에서 모두 우월한 성과를 보이던 가계대출 부문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기업대출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자산인 가계대출은 은행입장
에서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따라서 1999년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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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한 것은 경제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대출
에 비하여 가계대출의 수익성이 높고 연체율이 낮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
도 지속되었던 현상인데 이 때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신용시장 개입 때문에 가
계부문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
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 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도 가계대출의 급팽창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표> 예금은행 평균 대출 금리1) 및 연체율2) 추이
(%)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기업대출

연체율
가계대출
기업대출

1997

12.30

11.75

3.3

7.3

1998

15.21

15.20

7.1

8.9

1999

10.85

8.91

3.2

4.4

2000

9.88

8.18

2.4

3.4

2001

8.20

7.49

1.3

2.1

2002

6.92

6.50

1.5

2.0

2003

6.50

6.17

1.8

2.1

주 : 1) 재정자금을 제외한 금융자금 대출의 연중 가중평균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2) 일반은행 연말기준
자료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1999년 하반기 이후 본격 전개된 가계신용의 폭발적 팽창에 대하여 두 가
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먼저 가계신용 팽창의 속도가 지
나치게 빨랐다는 점이다. 또한 엄격한 신용평가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공급된 대규모
신용에 따라 가계부채 및 카드사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
의 투명성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발표
직후 투신권 MMF 등에 대한 환매요청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급등
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어 소위 ‘카드대란’이 발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드대란 역시 금융부문의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된 신용에 내재하는 신용위험(credit risk)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신용의 증가 자체가 대규모 부실사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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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발생한 가계신용의 증가는 상
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동반되지 않은 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결과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금융 소비자에게까지 신용이 공급됨으로써 신용불량자
를 양산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적절한 신용위험 평가의 배경 요인으로 개인
신용정보 생산 및 유통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으며 이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금융의 발전 과정은 금융의 정보생산 기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의 역
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도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
부하여 저축동원이나 거래활성화 등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로
정보생산이나 모니터링 등의 기능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세계경제포럼은 2015년 한국 금융산업이 140개 국 가운데 87위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평가의 정확성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으나 여전히 한국 금융
산업의 기능이 더 발전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가의 구성항목
들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규모 등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 생산에 바탕을 둔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2015 금융경쟁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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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금융의 역할
앞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이 그동안 주로 물적자본 축적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나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국의 TFP증가
율은 1991~2000년 연평균 0.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01~2010년에는 연평
균 0.13%로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2005
년 연평균 TFP 증가율이 0.31%, 2001~2010년에는 0.13%로 추정되어 2005
년 이후 TFP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도 과
거에 비해 2000년대 TFP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TFP 수준이 높아지면서 TFP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TFP 수준이 독일,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0년대 TFP 증가율이 이들 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TFP증가율 둔화가 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난 경제성장에서 TFP
의 역할이 매우 작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1~2005년 한국 TFP의 경제성
장 기여율은 3.15%로 미국(14.58%), 독일(21.65%), 일본(7.39%)에 비해 크게
낮았고 2001~2005년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5.7%로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TFP 증가율과 경제성장 기여율은
한국이 최근까지도 TFP로 측정되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생산요소의 투
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최근 TFP 계산 결과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및 EU K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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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패턴의 흐름을 보면 향후 총요소생산성 중심으로 성장동력
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금융부문은 물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저축동
원이나 거래활성화 기능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한 정보생산, 모니터
링, 위험관리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창조적 파괴가 활발히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전반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 R&D와 인적자본 등 혁신관련 투자는 위험
을 무릅쓴 장기투자의 속성을 가지므로 고도의 금융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Rajan 등에 따르면 혁신관련 투자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더욱
적합하다. 현금흐름이 좋은 대기업은 새로운 상품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당장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커지고 여러 부서가 생기면서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관료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대기업인 제록스의 연구실에서 개발된 여러 첨단 기
술들이 경영진의 오판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그리고 벤
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순환이 잘 이루어져
야 경제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금융부문은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제대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금융의 자율적인 발전이 저해되었기 때문이다. 과중
한 규제, 관치금융,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내부자본시장이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없었다
고 할 수 없다. Almeida and Wolfenzon (2006)에 따르면 외부자본시장이 미
성숙한 상태에서 기업집단이 내부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어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우수한 기업이 자
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
가 내부자본시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전체 금융부문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여러 금융업종에 적극적
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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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조화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양
자의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처리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
나 아직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투자은행의 성장이 긴요하다. 우리나라
의 증권산업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의 중요한
차이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M&A 등의 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우
리나라 증권회사들은 brokerage에 주력하고 증권의 인수나 M&A 중개 등의
업무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혁신의 주된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이
중요하다.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보험
(liquidity insurance)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정보의 관점에서 주
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금융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문
제도 검토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중장기 과제로 자주 제기되는 금융산업
의 해외진출 확대 문제를 검토한다.

- 13 -

Ⅲ.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성장패턴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
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한
국 경제 또는 금융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금융 부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또는 기능에 대
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영리 목적의 금융회사들이 부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금융 부문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금융회사의 행태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부터 한국의 카드
대란, 키코 사태 등이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금융회사의 유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체계를 설계할 때 금융의
주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인 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제도 및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은행의 발전
가. 투자은행업의 육성 필요성

혁신 사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은행은 위험방지에 주목하지만, 자본시장은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기
업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의
IPO를 통한 이익실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한
다.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간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 조달

- 14 -

및 분배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은행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
된다. 투자은행이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우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직접 금융 선호, 투자자 기반 확대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 경제
의 발전에 필요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은행의 발전이라는 과제는 금융회
사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들이
주식, 회사채, CP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loan
commitment와 같은 유동성 보험의 제공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
본시장의 꾸준한 성장,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투자자 기반이 확
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투자은행 비즈니스는 금융업 중에서도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노하우, 위험부담능력 및 글
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투자은행 업무에서는 자본력이 핵심 역량인데, 단기간에 구축이 불가능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 집
단이나 회사 자체를 매수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자기자본은 필수적이다. 다
만, 투자은행의 성장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영역이며, 후발 주자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전례가 없는 매우 폐쇄적 시장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발달한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의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 투자은행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
해진 현재에는 오히려 해외 주요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부자본시장의
비효율적인 자금배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국내 사례에 대한 일부
실증연구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Almeida and Wolfenzon(2006)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자본시
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비록 기업집단이 내부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업집단에 속
하지 않은 우수한 기업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경제의
5) Almeida, H., Wolfenzon, D., 2006. Should Business Groups Be Dismantled?
The Equilibrium Costs of Efficient Internal Capital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p. 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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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내부자본시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외부자본시장의 발전이 저
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부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이 모
여 기업들로 흘러가는데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을 직접 중개하는 금융기관
은 물론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정
보 생산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도 자주 해봐야 know-how를
축적할 수 있다.
내부자본시장의 경우 어차피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므로 비대칭정보의 문제
가 훨씬 작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배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는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우량 기업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금
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외부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
면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외부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산업과 달리 증권산업에서는
다수의 산업자본 계열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 때에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
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의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
대로 생산되기 어렵다. 기업집단 계열 증권사들은 자기 계열 비금융사에 대해
서는 우호적인 그리고 경쟁관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왜곡된 정보를
생산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 금융투자회사는 동 금융투자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
한 정보를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경쟁 또는

M&A

등에 사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계열 증권회사가 없는 기업집단은 경쟁 기업집단의 증권회사를 통해
왜곡된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집단들이 거의 빠짐없이
증권업에 진출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유인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투자자가 기업집단 계열 증권회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discount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자본-증권회사 결합문제가 아무런 왜곡현상을 초래하지 않
겠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회사가 생산한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필요한 만큼만 discount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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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산업자본 계열 증권회사들의 유인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설사 산업자본
계열 증권회사들이 정직하게 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우리나라 증권산업에서 기업금융 업무의 비중이 낮은 반면 정보생산
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주식 brokerage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투자은행은 모험자본 대상 기업의 탐색에서 시작하여 자금 조달, 경영
참여, 기업매각 또는 공개 등 모험자본 관련 업무를 모두 취급함으로써 벤처기
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
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탄생, 성장 및 부실기업의 퇴출 등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서인데 투자은행은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은행은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통해
최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헤지펀드의
육성에도 기여한다.

나. 기존 투자은행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big bang)는 없다. 포괄주의·겸영주
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
지였다. 물론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권산업도 위기관리 강조 추세에 따라 위험을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진
입이나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은 증권업
계의 경쟁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은 규제완화
와 경쟁심화인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현행법
은 규제완화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쟁심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증권사들은 단순업무(위탁매매, 지급결제, 신탁), 기간미스매치를 이용한 채
권거래 등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어서 투자은행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
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증자 유인이 부족하며, 비계열기업 관련 투자은행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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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수탁 확대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위탁매매 등 소매업무 영역에서 일부 경쟁 강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제한적 시장진입으로 인해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
세이며, 여타 안전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시장 성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유
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양한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영위하는 가운데 단
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안전업무에 속하는 지급결제·신탁·지급보
증 등의 허용이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
구하고 구조개선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을 높일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했
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은행업무(인수, IPO, M&A중개, PI 등)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업무가 있는 회
사들로서는 위험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회사채 인수나 IPO 등의 영
역에서 단순히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M&A 자문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일부 보조적 역할을 제외하
고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M&A 자문,
해외투자자 대상 대형 IPO 주관업무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형 IB가 시장을 독
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들의 증권발
행 및 채권인수 업무를 내부·연계거래를 통해 수주할 수 있어 사업모형 전환의
유인이 낮고, 투자자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형사와 소형사들이 업무기반, 영업형태, 경영전략 상 거의 유사
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대형화 혹은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 투자은행업과 금산분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회사의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 생산은 가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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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기능의 하나인데 만일 금융회사가 자금수요자와 어떤 형태로든 계열관
계를 맺고 있을 경우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보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이다. 금
융회사가 실제로는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생산하였
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자금공급자를 쉽게 설득하기 어려운데 이는 다시 자금
공급자와 이 금융회사-계열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간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반면 금융회사와 비금융 기업이 계열관계에 있을 경우 양자 간의 비대칭 정
보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 기업집단에 속
하지 않은 독립계 기업에 대한 정보 왜곡 및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우려된다.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와 자금수요자인 비금융기업 간에 정보비대칭 문제
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집단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s)
의 장점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독립계 기업의 경우 실제에 비해 부정적인 정보를 부여받거나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생산하는 정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업자본이
새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동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업집단의 자회사와의 경쟁 또는 M&A 등에 사용하는 문제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의 범위에 법인의 수신‧환업무 관련 금융거래정보 및 예탁유가증권 종류별 총
액 정보를 포함시킬 경우 그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의 중요한 차이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M&A 등의 업무를 얼마나 하느
냐인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brokerage에 주력하고 증권의 인수나 M&A
중개 등의 업무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를 Goldman Sachs와 같이 종합적인 기
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IB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증권의 인수, M&A 중개 등 이른바 전통적인 투자은행업무들은 ‘일
반 시장에서 쉽게 생산되기 어려운 정보’를 생산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즉 IPO나 채권발행 등의 경우와 같이 발행기업과 외부 투자자 간에 비대
칭 정보의 문제가 심각할 때 투자은행들이 발행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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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유수의 투자
은행들은 명성, 투자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이 이와 같은 정보생산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다수의 증권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보생산의 유인이 줄어들고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증권회사인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 비금융회사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계열 증권회사에 몰아 줌으로
써 해당 증권회사가 정보생산 능력을 제고하려는 유인이 감소한다.
여러 산업자본-증권회사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각 기업집단의 증권회사
는 자기 기업집단의 자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다른 기업집단 자회사에게
는 부정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등 정보의 전반적인 왜곡 문제가 발생할 때 투
자자는 어느 정보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본시장 자체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앞의 은산분리 완화의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것이

실

제로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및 투자
은행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의 중요한 축인 은행의 정보마저 왜곡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
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
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
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적 해
외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자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하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
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의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
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
적으로 M&A나 증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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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인수, IPO 등 기업금융 관련 시장 규율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력이 높
아지는 한편 인수·발행 시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금
융 업무를 중심으로 대형화된 증권사는 시점점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프라
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 등 非기업금융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
대된다.

2. 중소기업 금융과 유니버설 뱅킹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금융권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금융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여전
히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한다. 내수회복에 중점을 둔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
으나 내수 중심의 특정업종과 우량기업 쏠림으로 인한 조달 구조의 양극화 등
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한다.
또한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이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이자비용 등 조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주기적인 상환 부
담에 노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베이 결과(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중은 은행자금(78%), 정책자금(15%), 비은행금융기관(2.5%),
회사채(2.2%)의 순서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
사항으로 고금리, 매출액 위주 한도설정, 대출심사를 언급하는 등 은행의 기존
대출관행이 여전히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과 기업의 장기거래를 바탕으로 위험
과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을 생각할 수 있다.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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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축적한 정성적·사
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 생산을 제고하는 것은 대기업 금융이나 가계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금융의 역할과 비즈니
스 모델이 부합한다. 대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세와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급성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
원은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 연체율 상승 및 수익성 악화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의 장점이 부각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은행에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관계형 금융이 성공한 미국(지역은행), 독일(하우스방크), 일본(주거래은행)에
비하여 한국은 협소한 지리적 여건에 다수의 시중 은행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은행이
채권자, 주주라는 이중의 역할로 자금공급과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
면, 미국은 시장중심 구조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지역은행이 정착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담당자(RM)의 면책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것도 부실발생시 대출
담당자(RM)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게 되어 중소기업 여신의 적극적
인 취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마련한 중기여신 면책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
사 관행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프로세스의 표준화, 시스템화로 경비절감을 추구한 시중은행의 입장에
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관계형 금융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중
은행은 심사기능이 본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
한 반면, 지역 내에서 대출심사, 경영진단 등이 수행되는 관계형 금융은 RM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은행에 도입될 경우 단기간에는 비용이 상승
할 우려가 있다.
결국 관계형 금융이 은행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다.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기업금융은 거래형 금융6) 관점에서 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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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간 다소 부진한 중소기업 금융부문은 관계형 금융으로의 전환을 모색
할 시점이다. 관계형 금융의 장점에 착안하여 최근 정부나 감독당국은 관계형
금융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형 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확산을 위한 조치에 이어 감독당국은 지난 해 11월 관계형 금융의 조기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의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다. 또한 은행 직원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취급한 대출의 경우 부실화되더라
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면책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
록 현장 검사에 반영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감독당국의 노력이 관계형 금융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관계형 금융’의 정의 상 관계형 금융이 정착하려
면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정책적 노력이 그 만큼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의 정책만으로도 관계형 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의 시각이 많
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경우 협소한 지리적 여건에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경쟁
하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
쟁 강화는 은행들이 관계형 금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관계 형성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사실인데 반대의 인과관계
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은행들은 차별화에 힘쓰게
되는데 정성적 내부정보에 근거한 관계형 금융은 차별화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은행 간 경쟁과 관계형 금융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두 가지 인과관
계가 모두 존재하며 경쟁 격화가 관계형 금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형 금융이 한국의 여건에 꼭 안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특히 간접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관계형 금융의 정착은 은행업의 면모를 크게 바
꾸는 중차대한 변화인데 일부 감독정책의 변화만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관계형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성적 내부정보, 소
위 연성 정보(soft information)를 생산하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보생산에
따른 미래 이익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6) 거래형 금융(transaction banking)이란 재무비율,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에 기초하여 대출 가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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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15%에서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을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독일이나
미국에서 선발주자인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유니버설 뱅크를 설립하고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동행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거센크론은
유니버셜 뱅크가 독일 등 개발도상국에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는 인적자본이 부족한 독일의 경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을
집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거센크론에 따르면, 독일 은
행과 기업 간의 관계는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우여곡절을 동행하는 관계이다. 한편 금산분리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분리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기
업과 유니버설 뱅크 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속하였다. 1990년대 이래 여러 연
구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Glass-Steagall Act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업계의 움직임과 맞물려 1999년
GLB법으로 연결되었다.
최근에는 은행업과 PE 또는 Venture Capital 간의 결합(Combining
Banking with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Investing)의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Fang et al.(2013)에 따르면 1983∼2009년 사이 미국 PE 투자
의 30%는 미국 대형 은행의 PE 부문에 의한 것이다.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업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보된 정보는 은행의 다른
업무 수행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우위는 은행의 대출 또는 인
수 결정의 certification effect로 연결된다. 또한 은행의 VC 투자는 동태적
교차판매(a dynamic type of cross-selling)로 볼 수 있으며, Hellmann et
al.(2008)에 따르면 은행의 VC 투자는 은행의 대출처 발견에 도움을 주는 한
편 대출금리의 하락을 통해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Fang et al.(2013)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투자실적(VC와 Distressed
제외)이 독립계 PE에 비하여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가 허용되거나 상업은행-투자은행
간 구분이 사라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나, 최근까지의 이론⋅실증 연구에 따르면 그 비용보다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
인다. 우선 대형 유니버설 뱅크가 too big to fail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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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니버설 뱅킹만의 문제가 아니며 감독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설 뱅크가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금융감독의 개선을 통하여 해소 가
능하다는 주장이 다수설이며, 유니버설 뱅크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불공정 경
쟁 문제도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와 같이 유니버설
뱅크의 이해상충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들은 금융시장
이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견제 및 규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실증연구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부문의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을자본이 은
행 지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지분율
15% 이상의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는, 이중의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버설 뱅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은행의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의 일정 비
율 이하로 한도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 및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VC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이 은행지주회사 산하의 자은행으로 되
어 있고 또 동일 은행지주회사 산하에 증권사들도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 및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자은행과 자증권사
사이의 정보교류 규제(Chinese Wall)를 완화함으로써 자은행의 대출과 자증권
사의 지분투자가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기 방법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이 적극적으
로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기
관이 유니버설 뱅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유자 겸 경영자들은 외부의 지분투자를 매우 기피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경우 기업 창설 및 성장의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유망 중소기업일수록 외부의 지분투
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의 지분투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한편 지분투자와 관련한
풋백옵션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은행의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풋백옵션 제공은 다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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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되 이와 같은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中企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은 필요하나, 기업금융
시장의 경쟁구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
관들이 정부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심
사·사후관리 정보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관계형 금융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관계형 금융의 성공을 위해 심사, 조직, 내
부통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中企 재무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신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은 상시탐방을 통하여 기업 고유의 특
성이 반영된 정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계량지표 이외에 차주의 영업능력,
성향, 기업문화, 평판 등 정성적 요인을 차등화하여 고려한 별도의 여신심사체
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자체 정보 외에 지역 및 거래처, 온라인 상에서
의 평가 등 주변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기업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직구조에서도 본부내에 中企지원 전담팀보다는 지역에 심사권을 이양하
고,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성장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
다. 이와 함께 정성적 정보를 수집·관리·심사하는 인력의 영입이 쉽지 않은 점
을 감안하여 은행 내부 전문인력을 육성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관계형 금융에 성공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고객정보 유출 이후 대출
모집인 대신 자사 영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영업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관계형 금융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사내에서
양성한 전문심사역인 CMO, SMO 등을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0년 이
후 800여개의 유망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90%에 육박
하고 있다.
한편, RM과 기업간의 밀착 등의 부작용으로 관계형 금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RM과 관련 회사 간의 유착 가능성에 주의하여 은행과 기업간에
투명한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며, 부실기업 정리 및 퇴출에 대한 매뉴얼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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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금리 대출자금보다는 은행만의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차
별화된 고객기반을 발굴하여, 저축은행과 상생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의 관계형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공
급 이외에도 자본참여, 경영자문 등 다양한 부수적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하여 자금지원 외에 비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공유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
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신용정보의 완비성
및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다. 물론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는 계량화와
전달이 편리한 경성 정보(hard information)인데 금융기관 간 경성 정보의 공
유 확대는 연성 정보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의 확산에는 오히
려 도움이 된다.

3.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최근 IT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의 경험, 인터넷 세대의 등장 등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
산,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의 하락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
진 것도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CT
기반의 신규 사업자를 신뢰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핀테크의 주요 업무분야로는 해외송금, 모바일결제, 가상화폐 취급, 개인자
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신용평가, 대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은행업
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해외송금의 경우 기존의 높은
수수료, 기 결제처리 시간, 불명확한 환율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모바일결
제는 기존 온라인 뱅킹의 숫자입력 방식에서 발생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서 사진 첨부 방식으로 단순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리더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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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높은 최소투자금액, 불투명한 요금구조 등
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및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
려웠던 고객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지원이 가능
하게 하고 있다.
신용평가의 경우 SNS 계정정보, 스마트폰 트래킹 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
정보 등 금융정보와 결합하여 기존 신용정보기관과 차별화된 신용평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개인간 대출을 P2P로 중개하고 있다. Google 등 IT 대기업들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행업은 핀테크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데 Google이 은행 사업권을 획득하였
으며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은행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
다.

<표> 글로벌 IT기업의 주요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핀테크 기업들은 예대마진, 지급결제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활
용하여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출중개기능은 예대마진을 통
한 은행의 수익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도 훨씬 저렴

- 28 -

한 가격에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와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은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의 압박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기
업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금융부문에서도 중요성이 날로 커
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평가
모델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
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
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
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품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곧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신용도
를 감점하고, 대출서류를 열람하는 속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도 나왔
다.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의 지불금액 또는 납
부여부 등을 판별해 신용도를 분석하며 대출 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 온라인 평판을 조회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들도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
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호주의 웨스트팩(Westpac)
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
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카드
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카드
는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토대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분석하여 9개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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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여 고객이 별도의 쿠
폰이나 할인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까지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삼성화재의 경우 빅데이터를 토대로 접수된 사고의 패턴 및 위험도
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의심 건을 추출하는 고위험군 사고 분석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신용평가 모델로까지 발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장 데이터의 확
보문제부터 발생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를 만들 수조차 없
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데이터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포탈이나 편의점 등에서 부분적으로 데이터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을
지 모르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융합을
거쳐야 원하는 형태의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매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봉
착하게 된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주요 목적은 여러 소스에
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이에 따라 소비
자의 행동 등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함이다. 각 데이터 소스는 정보 주체의 데
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모아 이루어진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
석은 종종 각 데이터 소스의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사용 목적의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통
해 규율하기 어렵게 된다.
즉, 이종 데이터 간 융합 방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
으며, 설령 그 사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 고객들의 신뢰
를 회복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법이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
해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혜민(2014)는 개인의 쿠키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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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록 등을 예로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즉 “단순한 개인의 쿠키 정보나
검색 기록 등을 모두 개인정보의 범위에 넣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를 하
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개인의 검색기록을 매번 일일이 동의를 얻어 저
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검색포털에 들어가
단어 하나를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은 물
론 기업의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현실적으로 비식별정보의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일일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있
어서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활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
어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결과는 빅데이터의 활용
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전면적 중단 및 발전 가능성
차단’ 을 초래하게 된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는 자유로이 유
통될 수 있는데 문제는 통계화나 익명화 등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면서 데이터
의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통계화의 경우 수여자의 입맛에 맞춰 통계화
를 해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익명화를 하는 경우 각 데이터 간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시 식별자나 blind code 등을 사
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김이식(2015)에 따르면 임시 식별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과 달리 일시적, 한정적으로 사용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임시 식별자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의 결합에 따라
재식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재식별화되는 경우 다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사후에 배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혜민(2014)은 “유럽형 통합법체계를 취하면서도 규제 위주가 아닌 정보
활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형 (스웨덴형) 통합법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배제(opt-out)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식별성 여부 및 민감정보 여부에 따라 자료의 유
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사전동의와 사후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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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세분화 자체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일부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
지 않고 사후적으로 해당 정보 주체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방대
한 규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인데 사후배제의 방식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등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의 여
부를 감독⋅제재하는 감독시스템과 함께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회사의 정
보보호 담당자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Oxford 대학의 Mayer-Schönberger는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2010)에서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7) 이러한
정보보호 네트워크는 감독 및 제재를 담당하는 정부 및 감독당국과 함께 금융
회사 등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각종 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개선방안이 쏟아져 나왔
으나 아직도 개인정보를 관리⋅이용하는 곳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하는 상시 감독 시스템의 구축 문제가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보호 문제의 해법으로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
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는 한번 유출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

을 가지고 있는 데다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사후적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고가 터진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 점
7) “European information privacy works because of alternative compliance mechanisms effectuated
through a network of professional information privacy intermediaries.” (Mayer-Schönberg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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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기업의 정보
보호⋅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정부 등의 감독,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의 문제가 빠져 있다.
또한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사후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 FTC는 데이터 브로커들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소비자가 데이터 브로커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접근 할 수 있
도록 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 브
로커들의 시스템에 감독시스템까지 연결된 것을 말하며 단순히 전산시스템을
넘어 견제와 확인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
요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상
반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발전하는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U 등의 경우 해당 국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정보 공유를 거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4.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
내 고객의 해외금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국들은 매력적인 시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국내 은행대출시장이 포화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3만 9천 개에서 2012년 5만 4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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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났으며 2001∼2012년 중 국내 기업의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약 14%로 전 세계 평균 8%를 크게 상회한다. 더욱이 아직도 빠른 경제성장
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예대마진이 훨씬 높을 뿐 아
니라 자금수요도 크다.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2009년 131개에서 2014년 말 현재
153개로 늘어났으며 해외자산도 2001∼2012년 중 매년 9.3% 증가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12%를 넘는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국내 은행 해외점포
의 당기순이익도 2008년 3.1억 달러, 2009년 2.9억 달러에서 2011년과 2012년
에는 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의 대형은행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최근에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증가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

<표>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지역별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표>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자산규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34 -

<그림 Ⅳ-5>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증가율

자료: 금융위원회(2013)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느 은행이 동남아의 한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서
비스업이든 진출할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는 기본이므로 이와 관련한 정보 생
산은 논외로 하자. 문제는 이 은행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누구에
게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 주느냐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물론 시장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
업정보로 무장한 이 지역의 기존 은행들과 싸워 이기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
다. 이 상황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가장 손쉬운 진출 방법은 기존 은행들
가운데 하나를 인수하는 것이다.
해외 진출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
행은 소매금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대형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JP모건체이스는 도
매 및 소매금융뿐 아니라 투자은행, 자산운용,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은행업
부문과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에 걸쳐 진출한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이 경우에
는 각 부문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다른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 성공
의 비결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 부문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관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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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소매금융이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매
금융의 성공은 신용카드 사업의 확대로 이어진다.
정보 생산 및 활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이 미미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생각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 이 점에서 개도국 출신이면서도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한 산
탄데르 은행의 사례는 우리나라 여러 은행들에게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 그러
나 산탄데르 은행과 같은 성공사례를 국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다. 산탄데르 은행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남미는 기본적으로 스페인과
같은 언어를 쓰는 지역이다. 국내 은행들도 가까운 동남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
지만 문화적, 정신적 거리는 산탄데르 은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경우 국민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는 있으나 국내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미미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
는 크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여기서 산탄데르 은행이 해외진출 초기에 고민했던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점
을 준다. 스페인의 경우 해외로 동반 진출할 만한 거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및 부문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스페인
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여럿 있으며 지금도 많은 기
업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이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금융에 집중하기 보다는 도매금융 및 투자은행 업무에도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장기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대형화되고 글로벌화된 은행들이 영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글로벌 은행의 경우 사업부문과 지역으로
업무를 쪼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매트릭스를
통하여 고객 및 사업에 대한 온갖 정보가 교환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은행이 동남아에 진출한 경우 동남아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직원은 해당 지역
의 헤드의 통제와 함께 한국의 기업금융 담당 헤드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매트릭스 구조의 활용은 여러 은행업 부문을 동시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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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JP모건체이스, Cigigroup 등은 물론이고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산탄
데르, HSBC 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의 대형화 및 글로
벌화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 법제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생산한
정보가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공유되기 힘든 상황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
다. 금융지주회사법 상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나 다른 관련 법에서의 규제 등으로 현재까지도 고객정보 활용이 미흡
한 상황이다. 대형화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의 잇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정한(2014)는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때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보 생산
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시 금융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은
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화에 성공하여 현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진출 초기에는 현지 인지도가 부족
하여 이러한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하는 우리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 거래은행 선정 시 협상력
(bargaining power)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점의 자금 통합관리가 가
능한 은행을 선호하므로 글로벌 자금관리가 가능한 해외 선진은행이 국내은행
보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따라서 진출 초
기의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여 현지에서의 금융수요자를 명확하게 하고 점진적
으로 고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은행이
주로 진출하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금융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고, 현지 규제가
국내와 상이하여 이를 고려한 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은행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국, 베트남에서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아닌 일정 기간 사용권을
갖는 것이어서 담보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현지진
출 후 3년간 인민폐 거래를 못하고, 현지법인으로 전환 시 75% 예대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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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등 다양한 현지 규제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현지 영업에 상당한 애로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지 진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대상과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지 진출
국내은행은 이들 기업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성적 정보
를 얻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일반적인 신용평가에 사용되
는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가미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현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지에 파견되는 국내
인력이 언어를 포함한 현지 사정에 밝을수록 영업이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현
지의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현지 인력
을 트레이닝하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소매금융까지 영업범위
를 확대하려면 전문성 있는 현지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은행 최고경영진은 해외진출에 있어 최종 목표를 명확히 설
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목표로 하는지, 영업 및 고객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
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부족하면 수동적 영업방식
을 고수하게 되어 현지에서 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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