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전쟁

-디지털 기업의 금융개안(金融開眼)-



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CKGSB EMBA, 크립토MBA 주임교수)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
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
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기반 마케팅 전략과 토큰 가치 확보 전략
· 토큰 상태 방정식과 토큰 Dynamics/ 블록체인 Data의 실증적 분석
· 토큰 이코노미 구조 분석
· 딥러닝 메커니즘과 인공지능 경영 전략

산업 경력
·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
상 후보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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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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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크립토MBA
(1월 23일
원서마감)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10 도시를 탐방

하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

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tier EMBA 과정입니다.

CKGSB EMBA
(2020.5 개강)



크립토MB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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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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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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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1학기

•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안재욱 교수)

• 딥러닝의 이해와 케라스 실습 (김태영 교수)

• AI와 암호학의 이해 (김문수 교수)

• 탈중앙데이터의 분석과 Defi (dsrv labs 김지윤 교수)

• 경영전략 (이윤철 교수)

• 논문 작성 기초와 전략 (김성민 교수)

• Jamovi 통계와 실습 (설현수 교수)

• 중국의 이해와 중국 경영 전략(백권호 교수)

• 하이퍼레저의 구조와 운영(ETRI 윤대근 교수)

• 크리에이티브 씽킹과 문제 해결 (오상진 교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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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2학기

• 비트코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 이더리움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디지털 화폐(CBDC)

• 디지털 민주주의

• 전략적 통계와 크립토 데이터 분석

• 미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거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자산토큰화(STO)

• 양자 컴퓨터 메커니즘의 이해

•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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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19년

1학기

• 암호학 메커니즘의 이해

• EOS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자금세탁방지와 크립토 세무회계

•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금융학

• 행동경제학과 인센티브 설계 전략

• 게임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 디지털 자산 거래소

• 블록체인 기반 기부 시스템

• 핀테크 경영전략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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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성
• 주말 수업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

• 1.5년 3학기

졸업요건
• 토큰 이코노미 백서 또는 블록체인 기반 창업계획서

• 혹은 블록체인/토큰 이코노미 분야 논문

모집 정원 • 15명 소수정예

동문 기업
• 빗썸 글로벌, Dcoin, KB금융, 아하, 체인브릿지, 땡글, 스타시아, 

BeNative, 법무법인 더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다수

부속 연구소
• 디지털 화폐금융연구소/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

• 디지털 중국연구소/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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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전쟁

-디지털 기업의 금융개안(金融開眼)-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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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는 금융기업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aSSIST 경영대학원

VS

세븐일레븐은 금융입니다. 
(세븐은행)



LG는 금융기업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aSSIST 경영대학원

VS

소니는 금융입니다. 
(소니은행)



하이마트는 금융기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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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中 쑤닝은 금융입니다. 
(SUNING 은행)



쿠팡은 금융기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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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日 라쿠텐은 금융입니다. 
(라쿠텐 은행)



타다는 금융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aSSIST 경영대학원

VS

https://www.hankyung.com/intern
ational/article/20191230150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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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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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35YiU0d

http://bit.ly/35YiU0d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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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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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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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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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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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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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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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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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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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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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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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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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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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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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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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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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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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언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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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언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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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ppingnewsnet.com/new
s/articleView.html?idxno=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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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언론의 평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3aSSIST 경영대학원

사실 10여 년 전인 2003년 말 정부는 이번 ‘강화 방안’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
전과 전략 포커스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다. 
그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서 짧게 정리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금융거래의 중개
와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심지인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다만 런던
이나 뉴욕과 같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금융허브를 만들기에
는 우리 능력이 부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된 금융허브를 10년 내인
2012년 말까지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 심
혈을 기울여 만든 로드맵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정책은 실패했다. 현재 목
표로 삼았던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는 한 개도 들어와 있지 않다. 외국
은행 국내지점은 철수하거나 점포 축소 방침을 밝히고 있고, 국부펀드인 한국투자
공사는 국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중심축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권교체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에 강한
우리나라가 장기에는 약했다. 처음부터 달성이 쉽지 않은 그림이었는지 모르지만
계획만 근사하게 세워놓고 정작 실행단계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정말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605330

https://news.joins.com/article/13605330


2014년 언론의 평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4aSSIST 경영대학원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입장을 밝혔을 때 대부분 국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시장화·개방 정도가 낮고 금융구조·유연성도 부족한 금융 후진국이
과연 국제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투로 말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꾸준히 일관
성 있게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유
사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통화스와프 계약도 늘려나갔
다.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은 세계 무역금융 부문에서 위안화 비중이 8.7%로 증
가해 6.6%의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화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에 따라 영국·홍콩·싱가포르·일본 등이 위안화 거래허브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늘리고자 노력 중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605330

https://news.joins.com/article/13605330


금융허브 추진한 국가 경영자의 의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5aSSIST 경영대학원



금융허브 추진한 국가 경영자의 의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6aSSIST 경영대학원

진보의 미래, 노무현



금융허브 추진한 국가 경영자의 의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7aSSIST 경영대학원

진보의 미래, 노무현



금융허브 추진한 국가 경영자의 의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8aSSIST 경영대학원

진보의 미래, 노무현



금융허브 추진한 국가 경영자의 의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9aSSIST 경영대학원

진보의 미래, 노무현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0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1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금융 허브의 야망을 꿈꾸어 온 나라입니다. 2003년 12월11일 노

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로드맵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일본 도쿄 및 홍콩

과 경쟁하는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202

0년이 곧 다가옵니다. 사실 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 금융허브의 구축의 실행은 초기 야

망에 비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3대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2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첫째, 스마트폰이 은행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뱅크 이

용자 수에서 KB은행 및 모든 시중 은행의 앱을 추월하며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은

행 오프라인 지점의 개수는 점점 줄고 있고, 통상 좋은 건물 1층마다 입점했던 은행 지점

들은 유명 카페에 그 자리를 내어 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폰이 은행 지점이 되고 스마트폰 앱은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가 창구 직원의

역할을 하며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3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둘째, 전통 금융기관의 상징인 골드만 삭스가 게임의 규칙이 디지털로 바뀐 소매 금융에

서 살아 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We are technology compan

y.”라며 스스로를 기술 회사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로 변화된 사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골드만 삭스의 이러한 모습

을 두고 ‘Goldman Sachs Tries Banking for the Masses. It’s Been a Struggle.’ 라고 표현

했습니다. (https://www.wsj.com/articles/goldman-sachs-tries-banking-for-the-masses-it

s-been-a-struggle-11569643252) 

https://joind.io/market/id/1157
https://www.wsj.com/articles/goldman-sachs-tries-banking-for-the-masses-its-been-a-struggle-11569643252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4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2003년 청와대가 발표했던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로드맵’은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

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당시에는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우리가 유치하지 않아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대

형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5년

9월 16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핀테크 도입과 골드만삭스 사례] 보고서를 통해 부

유층 및 대기업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골드만 삭스가 핀테크 기업으로의 전환

을 서두르며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2007년 30.07%에서 2014년 10.5%로 감소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5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셋째, 스마트폰에서 언어의 장벽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와 암호

화폐의 거장인 닉 사보(Nick Szabo)는 1993년 작성한 글 [Multinational Small Business]

에서 다국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요소로 다양한 언어, 통신 비용, 물류 비용, 법적 규

제를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와이파이로 연결된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통신 비

용과 물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언어의 장벽 마저도 인공 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빠

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자막 자동 생성은 머지 않아 번역된 자막에 출연자의

목소리까지 입힌 자동 더빙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고, 중국의 위챗(WeChat)의 메시지 번

역 기능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만 및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

가에 진출한 라인 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 앱은 각 국가별 언어로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공간에서 낮아지는 언어의 장벽은 한국의 금융 허브 구축에

있어 과거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는 환경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6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넷째, 카카오톡 및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간과 이동을 이끄

는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시대에는 사용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스

마트폰 시대에는 손가락 버튼만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사용자 대부분의 트래픽이

모바일 메시지 확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카카오톡과 라인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 파이낸셜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을 향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7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다섯째, 한국 전통 금융 기관들의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

니다. 각 시중은행장들은 디지털 전환을 외치며 CDO(디지털 책임 임원, Chief Digital Off

icer)를 임명하고, 디지털 인력의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

내부에 디지털 전략팀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

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이 카카오로 이직하

고 미래애셋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금융을 맞아 전통 금융

기관들의 높은 위기 의식과 디지털 혁신 추진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8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골드만삭스는 최근 암호자산 거래기업인 ‘Circle’, 금융상품 가격비교 사이트 ‘CompareAsi

aGroup’, 건강보험 스타트업 ‘Oscar’ 등에 투자하고, 애플과는 핀테크 사업 협력을 추진하

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IT 기업처럼 아시아 시장에서 직접 소매 금융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DCEP)의 시범 사

업을 위해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조차도 중국에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https://joind.io/market/id/1157


약속한 2020년을 앞두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9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157

대한민국이 2003년부터 야망을 꿈꾸었지만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금융 허브로의 도

약은 이렇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시

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디지털 시장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

라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파이낸셜 등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로 경쟁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펼쳐지는 동북아시아 의 디지털 소매 금융 시장에서는 골드

만 삭스 등의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디지

털 자산 및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을 조금 더 빨리 깨닫고 국가 단위의 전략 사업으로 강

하게 육성한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허브 플랫폼은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김문수 aSSIST-장강상학원 Top-tier EMBA 및 크립토MBA 주임교수

https://joind.io/market/id/1157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2017.10 강의록)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6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 크립토MBA



트렌드 이해의 전략적 7단계 (2017.10 강의록)

1.상황 4.기술

5.사례6.논문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61

2.원인 3.형세

7.전망

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핀테크-

1. 상황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62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2017 한국 언론의 중국 핀테크 생활 보도

63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s://www.youtube.com/watch?v=jIQ_e07HGno

https://www.youtube.com/watch?v=jIQ_e07HGno


2017 미국 언론 :거의 현금을 쓰지 않는 중국

64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3천억원이 화답한 로보어드바이저 베타버전

65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getaim.co/#/home/

http://getaim.co/#/home/


-핀테크-

2. 원인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66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Bank에서 Banking으로 (1999, 생각의 속도)

67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눈 높아진 소비자와 기술의 발전

68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 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 미국인 75%이상이
“본인들의 금융 서비
스 제공자가 은행이
아닌, 구글, 아마존, 애
플, 또는 페이팔이면
좋겠다＂고 대답

(로보파이낸스가 만드는
미래금융지도, 한스미디
어)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딥러닝



영역이 섞이고 선후가 사라지는 산업계

69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
ir/2015/10/30/2015103002046.html

▪ 현상에는 원인이 있음

은행이 쇼핑몰을 한다면,
쇼핑몰이 은행을 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0/2015103002046.html


알리바바 계열 MyBank의 파급력

70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니다.

알리페이 속 돌고 도는 생태계 2017.02.18

http://bit.ly/2kOT9Ns

잔액으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알리페이는 결제 영역에서 카드사와 은행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어바오(余额宝), 
자오차이바오(招财宝), 마이쥐바오(蚂蚁聚宝)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수익을 창
출합니다. 알리페이의 재테크 상품은 모두 위어바오(余额宝)를 개통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마
위쥐바오(蚂蚁聚宝)를 통해 사용자 간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이쥐바오는 재테크 플랫폼임과
동시에 재테크 SNS 인 셈이죠. 물론 대출도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의 투자 금액이
모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식으로 자금이 유통됩니다.

유저 데이터로 결제 그 이상을 꿈꾸다.
알리페이에는 즈마신용(芝麻信用)이라는 개인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앤트 파이낸셜(蚂蚁
金服) 소속 기관으로 사용자의 온,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수집, 분석하여 지표를 만듭니다.
가령, 600점 이상이면 자전거 대여시 보증금 면제, 650점 이상이면 렌트카를 대여할 때 보증
금 면제, 700점 이상 시 알리바바 여행 플랫폼(阿里旅行)을 통해 싱가포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http://bit.ly/2kOT9Ns


알리바바 계열 MyBank의 파급력

71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니다.

알리페이 속 돌고 도는 생태계 2017.02.18

http://bit.ly/2kOT9Ns

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닙니다. 
알리바바 생태계 속에서 중심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알리페이 내부에도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줄 자체 SNS, 가맹점을 지원하는 자체 홍보 플랫폼, 온라인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모인 유저는 다시 온,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결제 후 남은 잔액은 재테크 상품을
골라 투자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화베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내 신용도를 사용하여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죠.

알리바바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백화점이고, 백화점 건물에 출입구가 여러 개인 셈입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것 자체가 강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출입구가 있어도 백화점 내부가 미로
같다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기업 하나에 여러 자회사를 세워놓고 외부적으로 이것저것 묶어놓기만 한
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생태계’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ttp://bit.ly/2kOT9Ns


알리바바 MyBank의 파괴력

72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핵심
➢ 대출 금리는 높은데, 연체비율(NPL)은 낮은 MyBank
➢ Mybank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음
➢ 길거리 노점상들도 손쉽게 회계장부 만드는 기능까지 제공(서우첸마)
➢ Big data의 monetizing 

신한금융투자 리포트(2017.8.17 디지털금융)



알리페이의 생태계 시스템

73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ANT Financial 그룹 구조

74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s://chinatechbusiness.wordpress.com/2016/09/29/alibabas-
finance-business-a-brief-history-of-ant-financial/심화자료

개인재테크 인터넷은행 신용평가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https://chinatechbusiness.wordpress.com/2016/09/29/alibabas-finance-business-a-brief-history-of-ant-financial/


-핀테크-

3. 형세 분석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75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알리바바, 아마존 시가총액 추월

76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154700009.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154700009.HTML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의 50배

77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중국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78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중국 정복 마친 ‘위챗페이·알리페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나서 김지수 기자 | 기사승인 2017. 07. 13. 15:25

중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게 한 주역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제는 세계 시장을 넘보고 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중국인들이 코드 스캔을 통해 가격을 지불하거나 송금하도록 이끈 장본인들이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페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총액(Gross Merchandise Value)은 1조 달러(약
1136조 원)를 넘을 것으로 시장조사기업 아이리서치 차이나는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두 기업은 해외 업체에서도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외국 방문시 환전을 하지 않고도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국 은행 계좌에서 돈이 지불되
도록 결제 환경을 바꿔놓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관광객 수는 1억 170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리페이는 이미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섰다. 약 4억 5000만 명의 MAU를 자랑하는 이 기업은 주로
현지 결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재퍼
(Zapper)와 호주의 CBA, 독일 와이어카드, 그리스의 NBG,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미국의 퍼스트데이터 등과 제휴를
맺었다. 알리페이는 또한 세계 최대 POS기 전문기업인 베리폰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의 간편결제 서비스 ‘헬로페이(helloPay)’를 인수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올리
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1301000652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13010006527


중국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79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외국에서도 편리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위챗페이!

http://kr.people.com.cn/n3/2017/0523/c208059-9219339.html

▪ 일본 도쿄 가게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

이) 결제
▪ (2016년 12월 10일 사진).

▪ 한국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 (2016년 10월 6일 사진). 

▪ 프랑스 파리 프랭탕백화점
▪ 프랑스 백화점 최초 사례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 (2016년 11월 3일 사진)

http://kr.people.com.cn/n3/2017/0523/c208059-9219339.html


알리페이 vs 위챗페이

80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알리페이 vs 텐페이

81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802&SCD=JH21&newsid=027
3552661592498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802&SCD=JH21&newsid=02735526615924984


WeChat 메신저 기반의 텐페이

82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핀테크-

4. 기술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83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금융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데이터과학의 마련

84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 핀테크 분야 개발
을 위한 실제 강좌
의 커리큘럼

▪ 인공지능/딥러닝
파트와 상당부분
중복

▪ https://insightcam
pus.co.kr/shop/ml
_finance_system/

https://insightcampus.co.kr/shop/ml_finance_system/


ANT Financial 그룹 - 빅데이터

85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ANT Financial 그룹 - 얼굴인식

86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ANT Financial 그룹 – 클라우드 컴퓨팅

87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ANT Financial 그룹 - 인공지능

88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핀테크-

5. 사례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89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토스(Toss)

90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지표
✓ 누적 다운로드 1,100만 건
✓ 누적 송금액 7조 5000억 원 (2017.10.1 기준)

확장

✓ 간편송금으로 확보한 이용자 기반 확장 중
✓ 신용관리/통합카드내역/부동산 소액투자
✓ 친구에게 빌리기/대출 추천/ 환전
✓ 해외여행보험/ ATM 현금찾기 등

이슈

✓ 카카오페이와의 경쟁 진입
✓ 제휴 과정의 수수료 부담액
✓ 무료 송금 제도의 축소 신호 (월 5회)
✓ 빠른 서비스 확장 속도의 종류

(쫓기는 속도 vs 개척하는 속도)



렌딧

91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스토리

✓ 창업자가 미국 사업 정리 후 한국 귀국하여 대출을 알아보니
✓ 저축은행 20% 금리 제시 (5년간 미국생활로 신용정보 부족으로 은행은 불가)
✓ 같은 창업자가 미국 렌딩클럽에서는 7% 금리 제시
✓ 미국 개인신용 대출 금액 70 조 vs 한국 20조

구조
✓ 렌딧의 자체자금으로 운용
✓ 렌딧의 지분을 판매하여 기초자금 마련
✓ 렌딧의 채권을 판매하여 운용자금 마련

분석
✓ 기존 신용 1~10등급에 비해,
✓ 렌딧은 자체적으로 1~40등급으로 분류(등급에서도 4개로 영역을 나눔)
✓ 대출자의 행동 분석, 소셜미디어 분석



젠포트

92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핵심
✓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투자를 집행하게 해 주는 Tool
✓ 종목 추천이 아닌 알고리즘 추천 방식
✓ 젠포트 이용자 4,000명 중 약 50%가 알고리즘을 제작

젠마켓
✓ 전문가가 제작한 알고리즘을 복사하여 적용가능
✓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수익화 가능

http://fintechnews.hk/2157/korea/top-10-fintech-startups-south-korea/

성장세

http://fintechnews.hk/2157/korea/top-10-fintech-startups-south-korea/


젠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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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enport.newsystock.com/

https://genport.newsystock.com/


젠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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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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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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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0.5% 수수료로 지속가능한 모집 총액을 모을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160억 달러 모집해야 연간 3~4천만 달러 비용 감당 의견)

✓ 신뢰할 수 있는 수익률 검증

주장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의 규모 경제 실현 과제

97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200014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2000140


-핀테크-

6. 논문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98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개선된 CNN을 이용한 P2P대출 채무자의 상환 예측

99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제안
방법

주장



개선된 CNN을 이용한 P2P대출 채무자의 상환 예측

100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실험
✓ 첫 번째 모델은 일반인 CNN 모델로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반복하여 쌓는다. 
✓ 두 번째 모델은 residual learning를 적용한 모델로 두 단계의

convolution layer 마다 이 단계의 입력벡터를 더한다.
✓ 세 번째 모델은 inception module을 적용한 모델로 한 모듈 내에 세 가지

크기의 커널을 동시에 사용한다.

결과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VKOSPI 변화 예측과 적용

101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주장



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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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선형분류(안전마진 극대화)
▪ 비선형분류



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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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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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핀테크-

7.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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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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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bUtRYWcCFU

https://www.youtube.com/watch?v=HbUtRYWcCFU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결합 가속화

107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aSSIST 메커니즘전략캠퍼스

▪ UN 산하기구 Better Than Cash Alliance 리포트의
Kaiyu Ma 씨 케이스

▪ 네이버 페이와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판매를 하고
있는 진해만 어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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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효과

✓ 중국에서 텐센트 모델 vs 알리바바 모델 중 어느 것이 강할까?

✓ 한국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핀테크
경쟁

✓ 카카오뱅크 출현 이후 토스의 전망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AIM은 쿼터백자산운용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 젠포트의 인수매력도는 어떠한가?

승자
수렴

✓ 종합 플랫폼이 디지털 금융의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 VIP 투자자문과 같은 특화된 승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2017.10 강의록)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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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0aSSIST 경영대학원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1aSSIST 경영대학원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2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qPHW2X

•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네이버쇼핑은 상품 정보 검색 경로를 지배하면서 올해 전체 거래액(스마

트 스토어 + 네이버 쇼핑: 경유 거래액 포함) 기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이 될 전망이다. 

• 경쟁 기업들과는 달리 네이버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액은 사실상 원가부담이 없는 광고 수익이라

는 점도 매력적이란 평가다.

http://bit.ly/2qPHW2X


삼성 페이(Samsung pay)의 성장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3



삼성 페이(Samsung pay)의 성장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4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2017.10 강의록)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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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간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6

http://www.yes24.com/Product/G
oods/22657442?Acode=101

http://www.yes24.com/Product/Goods/22657442?Acode=101


2017년 출간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7

http://www.yes24.com/Product/Goods/3812
7339?scode=032&OzSrank=1

http://www.yes24.com/Product/Goods/38127339?scode=032&OzSrank=1


2017년 숫자로 본 한국의 핀테크 현황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8

0
2015년 기준, 

글로벌 500대

핀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 수

385억원
2015년 기준, 

핀테크 기업 총

투자금액

360개
2015년 기준, 

핀테크 업체 수

0
2016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수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2017)



핀테크 규제에 대한 각 계층의 불만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19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2012년 3

월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받는 데만 1

년 반이 걸려 결국 서비스 출시까지 2년이 넘게 소

모됐다”고 말했다. 그는 촘촘한 규제를 뚫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금융당국이 새

로운 규제를 한다“(2015.5.18)

“큰 규제는 풀렸지만 작은 규제가 그대로

남아 사업을 막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간 기존의 금융기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

의적인 서비스는 나올 수 없다” (2016.1.1)

“금융위기가 금융시스템 보안체계를 업계 자율로

완화해도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금융관련 법이라고 해도

행자부와 미래부, 기재부, 중기청 등과 꼭 엮여 있

어 실제로는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다” (2016.1.1)

“간편결제의 경우, 뒤늦게 폐지된 공인인

증서 의무사용 규제로 인해 글로벌 업체와

의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성장성이 높은

‘자산관리서비스＇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으로 전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2015.4.22)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환전 서비스 관련

핀테크 기업CEO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핀테크 기업 CEO

조선비즈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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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어려움

셀 수 없는 규제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의 정산

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고객 모집만 하고

공금 수남과 지금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본인인증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중소기업청이 P2P대출 서비스업체에 대해 핀테크 기업이 아닌 대부업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한 P2P대출업체의 30억원 투자 유치가 무산＂

금융권의 횡포

•”기술 설명회를 하고 요청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줬지만, 결국 ‘우리가 구축하겠다’

는 통보를 해온다”며 그러고는 IT자회사나 기존 시스템구축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유

사한 금융서비스를 내놓는 일이 다반사“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PCI DSS를 통과했음에도 카드사들이 또다른 보안테스트

를 받으라는 경우가 허다＂

한국핀테크포럼, 피치원, 아이티투데이



답보상태인 한국 핀테크 규제완화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21

통과되지 않는 은산분리법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 통과 못함.

•K-Bank 및 카카오뱅크의 2017년 말 개업이

어려워질 전망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산업 육성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산업 영역으로 끌어

들인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

오적 생각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활성화가 목적이라

면 감독(금융위)가 아닌, 창조경제 활성(미래

창조 과학부)위주의 산업기술적 접근도 고려

여전한 Positive system

•할 수 있는 것 나열 후 그 이외의 것은 관료

나 정책 당국의 허가를 맡아 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은 사전 인증제도와 맞닿아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으려고 많은 시간 허비

손톱 밑 가시형 규제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연간 1조원대의 외환송금 수수료를 금융기득

권이 핀테크 업체에게 얼마나 나눌지 의문

한국경제연구원, 피치월 미디어, 뉴스토마토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냉소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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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발전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일 수도 있다

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해 기대를 표출하는 동시

에,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는 “인터넷뱅킹과 다름이 없다＂며 일축하는 목소리

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금융의 새로운 혁신인 핀테크에 대한 충분한 준

비가 되기 전에 진입장병을 자진해서 허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금융기득권의 저항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23

국내 은행의 기득권

은행의

보수성

•일일 송금 법적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도 간편송금 앱인 토스가 30만원, 

뱅크월렛카카오는 10만원이고, 송금 한도를 늘리려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협의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보수적이라 이 과정이 불가능에 가까움

•월렛카카오 서비스가 올해 말(2017)까지만 제공되고 내년부터 중단, 카카오와 은행

들은 송금한도 확대, 실시간 환불, 서비스 유효화 등의 문제로 번번이 충돌하면서

제때 서비스 개선을 이뤄내지 못함

데이터

공유의

폐쇄성

•미국 자산관리 서비스 민트는 미국 금융사가 공유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단

두 명이 개발한 서비스인데 한국은 개별 금융사로부터 일일이 데이터를 얻어 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명 이상 인력이 필요

•농협/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주요 데이터를 외부로 공유하는데 적극적인 은행이 거의

없는 상태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금융기득권의 인터넷전문은행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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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권의 말말말 》

“주요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모바일 뱅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출시하며 준비를 마친 상황＂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은행들의 구축해 온 영업 노하우를

단시간에 따라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융을 모르는 업체가 금융을 하면 금융 사고

리스크를 증대할 뿐이므로 지분제한이 필요함. 

비금융 주력자 지분제한 완화하면 우리나라 특

성상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으로 폐단이 커지

므로 반드시 제한 해야 함＂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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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ㄹ

ㅇㅎ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은행

채널 역할
•채널다각화 측면에서 온라인 뱅킹을 사용
•온라인 비중확대

•온라인이 핵심 채널(비대면 서비스)
•ATM확충 등 일부 대면 서비스

고객 •금융은 금융고객위주
•통신이나 포탈, 24시간 access가 있는 고객
(행태가 완전히 다른 고객)
•기존 은행의 고객대비 최소 3-4배 큰 고객군

상품/서비스
•대면 채널과 구분된 별도의상품 제공
(카니발라이제이션)

•금리, 수수료 측면에서 우대 제공

•가입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상담가능
•금리, 수수료 측면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우위

비용구조
•지점 등 기존 고비용 채널의 부담을 지속
적으로 안고 가는 비용구조

•스마트 폰안에 은행으로 출발하여 채널
비용이 거의 없음

법적 실체
•기존 은행 내 영업 채널로 활용
•은행 사업부 형태로 서비스 제공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및 운영

IT기술
•기존 Core banking syste등 운영 효율화
측면의 IT투자

•다양한 source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미래예측
및 신용도 분석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은행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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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이 근무하는 은행지점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수도권은 평균 20억원, 지방 중소도시는 16억원(조선일보,’13)

•국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이익경비율(CIR, 영업이익 대비 판매관리비)은

54.6%로, 국내은행과 인건비∙사업구조가 비슷한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은행 평균 CIR

(40.4%) 대비 높아 운영에 매우 비효율적임을 파악

기존은행 점포운영비용 부담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가 어려움

•6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을 넘으며,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70%에 달함

•2015년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3조 5천억원으로 2014년 6조원 대비 2조 5천억원

(42.6%)감소, 2011년 11조 8천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

행 배당성향은 ’14년 20.5%에서 ‘15년 23.1%로 증가

•6대 시중은행은 16년 한 해에 8천 780억원을 외국인 주주에 배당으로 지급

외국자본이 대부분 국내 주요은행이 지배, 고배당으로 투자여력 소진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은행과 비은행기업(ICT)역량과 핀테크 기업 성장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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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6.4

10.1

<출처: 캡제미니 컨설팅,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2014년)

25.3

16.0

39.9

2011    2012 2013 2014 2015

0.6
1.1

3.7

2.0

7.0

은행소유 핀테크 기업 성장률 비은행소유 핀테크 기업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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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의 핀테크 활성화 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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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구
(백만
명)

인터넷
보급률

핀테크
비전

규제 당국
활성화
노력평가

비고

싱가포르 6 82% 핀테크 허브 MAS high
핀테크 허브 리더쉽 확보에

규제당국 총력

홍콩 7 81%
글로벌

핀테크 허브

HKMA, 

SFC
high

핀테크 전담 desk SFC내에 설치, 

payment 선진기술 도입

중국 1,400 50%
디지털 금융

의 리더

CSRC, 

CBRC
high 2015, 1.7조원 VC투자 유치

인디아 1,270 30%
금융시스템

선진화 매개

RBI, SEBI,

IRDA
high 2015, 21개 은행 라이선스

일본 127 91%
기존 금융

산업과 연계
FSA, SESC moderate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노력

한국 50 92%
금융개혁의

주요동인
FSS, FSA low

핀테크기반(인터넷 보급률 등)

대비 진척도 낮음

Summary of Asia’s fintech center,
Singapore 2016



미국 내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29

회 사 명 설 립 주 체

•Charles Schwab Bank 금융회사(증권사)

•Ally Bank 제조업 계열 금융회사

•Discover Bank 금융회사(카드사)

•E Trade Bank 금융회사(증권사)

•American Express Bank 금융회사(카드사)

•Barclays Bank Delaware 개인

•CIT Bank 금융회사

•Sallie Mae Bank 금융회사(학자금 대출)

•BMW Bank 제조업체

•Nationalwide Bank 금융회사(보험사)

회 사 명 설 립 주 체

•Aloster Bank 개인

•Boli Federal Bank 금융회사

•Colorado Fsb 금융회사

•First International Bank 개인

•GE Capital Bank 제조업체

•Nordstrom Fsb 백화점

•Principal Bank 금융회사(보험회사)

•State Farm Bank 개인

•Synchrony Bank 제조업체

• 美 인터넷전문은행은 30곳 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까지 14곳이 퇴출됨
• 퇴출된 14곳 가운데 10곳은 기존 은행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국내 은행의 ROA 전세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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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우루과이

조지아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1

2

3

27

37

44

55

71

73

76

80

81

83

84

85

86

전체평균: 1.28

(단위%)

<출처: The Banker(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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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RO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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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Banker(2015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64%

6.19%

14.60%

2.69%

7.22%

18.42%

5.76%
7.10%

8.40%

4.05%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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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행권과의 RO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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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국내) 세계 100대 은행 Wells Fargo

0.53%

0.80%

1.93%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의 경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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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경비율> <오세아니아 주요 은행 경비율>

55% 40%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Bankscope, B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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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은행 이자수입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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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90%

70%

<출처: 금융연구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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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의 재조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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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배경

•1961년 이후 산업자본(재벌)의 금융 산업
지배 방지 목적으로 시작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은행법 15조: 
1994, 4%에서 2002, 10%로 완화)

•비금융주력자 은행주식 보유한도(은행법
16조의 2: 2002, 4%에서 2009, 9%로 완화
했다가 2014, 4%로 축소. 단 4%이상 초과
지분은 의결권 포기 조건과 금융위 승인
을 통해 10%까지 보유 가능

은산분리 재조명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통한 자금조달 유
인감소(은행대출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
금조달이 더 효율적이 됨)

•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자기가본금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음
(은행법 35조의 2)

•은행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1%로 제한
(은행법 35조의 3)

•위와 같이 현 환경에서 은산분리의 취지
가 환경에 낙후되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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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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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없음

•단, 외국계 산업자본의 중국은행 지분 소
유 제한(개별기업당 20%, 컨소시엄당 25%)

•2014.3월 중국 은감위 산업자본 중심의 5
개 민간은행 설립 허가(WeBank, MyBank, 
진청은행, 화루이은행, 민상은행)

•이 가운데 WeBank(텐센트), MyBank(알리
바바)는 인터넷전문은행임

일 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20%폐지
(1997)

•비금융기업 은행진출시 면허심사 및 감독
지침(2000)으로 규정하고 승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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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의 재조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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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999년, Gramme-Leach-Billey Act
(금융현대화법)도입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25% 보유 허용

•이러한 25%제한도 ILC(Industriral Loan 
Company)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이 실질적
으로 은행 소유와 경영 가능

•즉, ILC에 대해서 25% 지분소유제한을 규
정한 은행지주회사법 적용하지 않음(GM
이 자회사 형태로 Ally Bank를 설립)

유 럽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제한 없음

•1989년,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에서 산업자본 은행 소유 허용(건
전성 차원의 적격성 심사로 은행 인가)

•스페인 1위 은행 Telefonia는 통신사 소유
은행. 룩셈부르크에서 은행업 승인받은
paypal, 세르비아 Telenor, Hello Bank등
모두 비은행자본의 은행업 진출의 성공
사례 임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은산분리 완화의 장단점과 실행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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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해결 방안

산업자본 지출로

금융업 개선
사금고화 가능성

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되 폐단은 제도로

방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담보력이

약하거나, 재정적 문제 소지가 높은

계층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율적이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재벌에 경제력 집중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우량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재벌에 대

한 사금고화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분은

제도로 방지

이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 허용으로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이는 제도보완으로 감시와 통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기

업이 금융지원으로도 기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 됨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은산분리 완화의 장단점과 실행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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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해결 방안

낙후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경쟁, 

고객, 상품, 채널, 아이디어, 네트워

크가 제공됨으로써 산업혁신

금융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금융산업에

파행과 리스크 재고

및

감독비용 증대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잠재적 파행과 오류에

대한 감독 강화

경쟁과 혁신으로 고객 효익 증대
고객의 요익보다

재벌의 효익 우선

고객 효익을 추구하고, 제도 보완으로 재벌

이해 차단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플랫폼 기반 신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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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넷 은행(야후) 야후재팬 옥션 사이트와 연계한 간단결제 제공

지분 은행(KDDI) 상대 계좌번호 대신 이동전화번호를 통한 모바일 자금이체 서비스

라쿠텐 은행(라쿠텐) 고객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결제 서비스

WeBank(텐센트 QQ , 위쳇 등 메신저 이용내역 기반 대출 서비스(웨이리따이)

MyBank(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이용내역 분석 기반 대출 서비스(타오바오텐마오따이)

Yaap(Telegonica) 전화번호, SNS계정을 통한 P2P 송금 서비스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신규 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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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기업의 고객 수는 국내 기준으로 3-4천만, 해외 포함하면 3-4억

(페이스북 10억 명의 회원 데이터, 타타오 1.5억 명의 가입자 데이터

✓ 고객의 접점과 빈도수는 금융기관 고객과 비교가 안 될 정도

(카카오 일 평균 이용자 2천 7백만, 일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 60억 건)

✓ 고객 관련 데이터 실시간 누적과 분석이 가능하여 빅데이터 분석조건 월등함

(구글 6.2억 방문자의 데이터 10억 건의 생활정보 검색데이터 보유)

✓ 매우 높은 고객의 충성도

(통신사의 과점상태 지속으로 충성도 정착화)

✓ 고객과의 실시간 접점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 신속한 반응과 대응 가능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저히 낮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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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팬넷 은행 기존 은행(미쓰이스미토모)

보통예금 금리
0.010%(100만엔 이하) 
0.015%(100만엔 이상)

0.001%

정기예금 금리 0.02% 0.01%

타행이체
수수료

3만엔 이상 270엔 864엔(창구) / 432엔(인터넷)

3만엔 이하 172엔 648엔(창구) / 216엔(인터넷)

자행이체
수수료

3만엔 이상
54엔

540엔(창구) / 108엔(인터넷)

3만엔 이하 324엔(창구) / 108엔(인터넷)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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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가 더뎌지자 정부는 핀테크 업체들에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 측 핀테크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힘들면 해외

로 진출해 ‘금의환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규제 완화만 한없이 기다리고, 핀테크 기술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아 하는 금

융기득권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사업을 접느니, 핀테크 미개발국이나 해외

로 나가 최소한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국내 핀테크 해외 진출 장려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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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금융권 및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논란은 누가 지켜주고 지원할 것인가?

✓ 국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모델이 검증도 안됐는데, 무작정 해외부터 나가란

말인가?

✓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조차도 경쟁력이 부족한데, 경쟁이 치열한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살아나나?

✓ 핀테크가 중요하고 글로벌 트랜드라면서 국내 법규는 왜 빨리 풀리지 않는가?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한국 핀테크의 해외진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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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의한

국내 은행과의

해외진출 제약

은행법 상 국내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특수한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이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당수 해외지역 은행들은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의사결정이 늦어져 time to market이 어려운 부분도 해외

진출의 걸림돌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원 미흡

국내 스타트업의 규모 및 인력의 한계 상 적극적 해외진출을 위한 언

어적 한계를 극복할 만한 resource를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진출

에 대해 꺼리는 부분이 있음

문화적으로도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할 만

한 정부 부처가 없어 해외진출에 한계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한국 핀테크의 해외진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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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체의

핀테크 불확신

은행권 내부에서는 국내 핀테크 업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존 기득

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 진출에 있어 협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은행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은 비단 규제 뿐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에서

파생하는 부분도 있어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변화 trend에 적응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무리

Reference

해외 잠재 투자자의 첫번째 질문은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인가? 국내 시

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가? 등인데 국내 자격증 없이 해외 투자를 받

아내는 건 무리

• 기존 금융기업이 나가는 것이 쉬울까?
• 이미 글로벌화된 IT기업(예, 카카오/라인)이 금융업을 추가하는 것이 쉬울까?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금융기관 간 국제 금융화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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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Citi 미쓰비시 국내은행

64.70%

43.70%

<출처: 금융감독원(2016년 4월), UNCTAD(2013년) 자료 종합>

6.90%

28.70%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해외 핀테크 업체의 내수 강화 우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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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영국 내 테크시티에서 성장한
기업이 해외 업체에 인수되는
사례가 대부분

•BeBo(AOL이 8천 5천만달러에
인수)

•MessageLabs(시만텍이 7억불
에 인수)

•라스트 FM(미국CBS가 2억 8
천만 달러에 인수)

•이외에도 다수의 영국업체가
인수 되고 있음

중 국

•알리바바는 자국에서 알리페
이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으
로 진출하고, 텐센트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한 자국 내 사업에
몰입하고 있음

•WSJ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
이 중국 핀테크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
처럼 자국 내 성공모델이 궁극
적으로는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미 국

•뉴욕의 실리콘밸리 지역은 핀
테크 요충지
•Digital.NYC에 따르면 현재 데
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스타트업
이 약 7천 여개. 200명의 투자
자들, 그리고 8천 500여개에 달
하는 일자리가 실리콘밸리를
구성하듯 자국 내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입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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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제휴 금융회사 제휴 시기 서비스 내용

Paypal 하나은행 ‘13년 4월 한국인 대상 해외 소액 송금 서비스

Alibaba

이니시스 하나은행
‘12년 1월

‘14년 6월

한국 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중국인의

위안화

직접결제서비스 제공

롯데 면세점

한국 스마트 카드

‘14년 4월

‘14년 12월

중국 관광객들이 알리페이를 통해 엠패

스 카드를 구매하여 교통 및 상품구매

결제카드로 사용

Tencent

다날

신세계 면세점

효성

’14년 4월

’14년 6월

‘14년 12월

한국 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중국인의

위안화

직접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혁신 미래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2017.10 강의록)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15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 크립토MBA



카페24

151CEO 최신화과정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 지난해 매출액 1,6653억원 영업익 155억원…전년비 112% 증가 (2018년 기준)

aSSIST 경영대학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복습) 캐시노트의 성장

152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3711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3711


캐시노트

153CEO 최신화과정

• 전국 음식점 20% 사용 (2018. 12 기준)

• 사업주 연령대 30대가 45%, 40대 29%

• 캐시노트가 관리하는 사업장 매출 월 4조원(누적 35조
원)

• 결제내역 기반 마케팅, 금융 상품 론칭 예정

aSSIST 경영대학원



직방

154CEO 최신화과정

http://paxnetnews.com/allView?vNewsSetId=6073&articleId=20190319135
50802287&objId=A2019031913550802287&portalCode=naver

직방은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으로부터 3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었다.

투자기관들이 직방에 제시한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는 약 6000억원으로 주당 4
만원 수준이다. 2015년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
인 2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직방은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아파트 중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설립된 직방은 2012년 부동산 앱을 출시한 이후 줄곧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들
을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현재는 앱 다운로드수 2000만건, 회원중개사무소수 2만
5000곳, 거주민리뷰건수 20만건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부동산 플랫폼으로 자
리잡았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paxnetnews.com/allView?vNewsSetId=6073&articleId=2019031913550802287&objId=A2019031913550802287&portalCode=naver


무신사

155CEO 최신화과정

https://www.musinsa.com/

•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편집샵 (100% 정품)
• 2017년 매출액 677억원/ 당기순이익 186억원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usinsa.com/


토스

156CEO 최신화과정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토스는 2015년 2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후 사용자 금융
생활 전반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토스는 11월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사용하는 국민
핀테크 서비스로 성장했다. 출시 이래 누적 송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매출액은 2016년 35
억원에서 2017년 20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은 약 56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크게 성장
하고 있다. 기업 가치 역시 작년 3월 페이팔(Paypal)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 받았을 당시 인
정받았던 1300억원의 기업 가치가 1년 9개월 만에 1조3000억원으로 10배 상승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카페24+캐시노트+직방+무신사+토스=?

157CEO 최신화과정

카페24 직방 무신사 토스

토스은행

• Digital generation의 회원과 Business Model을 갖춘
• 신흥 Digital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 직접 Digital Bank를 추진

aSSIST 경영대학원

캐시노트



토스은행

158CEO 최신화과정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94

토스는 스타트업 문화를 강조하는 유럽형 챌린저 뱅크를 내세웠지만, 신한금융은 모든 국민이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기반의 생활플랫폼을 지향해왔다.

이에 토스는 더 많은 핀테크 업체가, 신한금융은 영향력 있는 유통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양사의 시각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이후 사업 모델 수립과 컨소시
엄 구성 등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컨소
시엄 주주들과 구성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아쉬움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신한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토스 측
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94


토스은행의 재도전

159CEO 최신화과정

http://bit.ly/35zZvCR

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zZvCR


토스은행의 재도전

160CEO 최신화과정

http://bit.ly/35zZvCR

aSSIST 경영대학원

•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 토스가 금융업에 진출하기에 자본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상환전
환우선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업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 상환전환우선주란 일정 조건 하에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투
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이를 자본이 아
닌 부채로 분류한다. 토스는 자본금의 약 75%를 상환전환우선주로 갖고 있었다. 

• 지난해 첫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토스가 탈락한 주요 원인이 됐다.

http://bit.ly/35zZvCR


토스 인터넷은행 자격 획득

161CEO 최신화과정

http://bit.ly/2NtzpuK

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NtzpuK


강의 순서

1. 금융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2017.10 강의록)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162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 크립토MBA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3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8/22-63/

https://byline.network/2019/08/22-63/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4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2IPS32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2IPS329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zdnet.co.kr/view/?no=20190521084434

https://www.zdnet.co.kr/view/?no=20190521084434


2017년부터…그러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6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08021006580330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0802100658033003


카카오뱅크 공시 자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7aSSIST 경영대학원

https://kakaobank.com/

https://kakaobank.com/


카카오뱅크의 자신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8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뱅크의 자신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9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뱅크에는 행장이 없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0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5587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5587


카카오 블록체인 금융 전략구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1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업비트

클레이튼

카카오톡

클립루니버스 비트베리 카카오콘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2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3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4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5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주주구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6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진영의 지분의 합 : 2대 주주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7aSSIST 경영대학원

• 람다256의 신임 대표는 박재현 전 람다256 연구소장이 맡는다. 박 대표는 SK텔레콤 서비스 부문
전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람다256은 루니버스 플랫폼의 저변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나무
소속 연구소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단행했다.

• 람다256이 개발한 루니버스는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
게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디앱·DApp)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플랫폼이다.

• 이날 공개한 루니버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2.0으로, 특히 ▲체인환
경 개선 ▲사용성 고도화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등 BaaS 1.0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8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luniverse.io/

https://www.luniverse.io/


카카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92363g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92363g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0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카카오 & Binance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9015/

•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하는 첫 블록체인 회사다.

•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 및 사업 등
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 노드 운영을
담당하는 합의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9015/


카카오 크립토 전략구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2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업비트

클레이튼

카카오톡

클립루니버스 비트베리 카카오콘



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3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4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
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
_check_time

•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지가 1000억원 규모 유상 증자를 결의하며 회사의 기업가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페이지는 2016년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원 규모 투
자를 받을 당시 5000억원의 가치를 평가 받았다.

• 올해 유증에선 3년 전보다 기업가치가 약 2.5배 가량 상승한 1조2500억원 대로 파악된다.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상장 시 기업가치가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네이버웹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82076
511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진행한 프로 작가(359명) 중 62%(221명)는 1억
원 이상, 84%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전체 작가 평균 수익은 3억1,000만원, 상위 20명
평균은 무려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의 50~70%를 작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역량을 갖춘 작가라면 프로 데뷔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이 배출
한 웹툰ㆍ웹소설 프로작가는 현재까지 1,600명에 달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82076511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네이버웹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6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9/09/24/0010/naver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9/09/24/0010/naver


K 콘텐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7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0/856206/

• 네이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월 방문자 수(MAU)가 이달 기준 900만명을 기록하며 현지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공개했다.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인 2016년 10월 150만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10월 300

만명, 2018년 10월 550만명, 2019년 10월 900만명을 돌파하며 3년간 연평균 71%씩 성장했다. 

• 네이버는 북미를 제외한 세계 각지에서도 이미 `웹툰 한류`의 첨병이 되고 있다. 2014년 일본, 동남아, 북미 등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이후 글로벌 월 방문자가 지난달 기준 6000만명을 돌파했다.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만

화 분야 수익 기준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카카오도 양대 포털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에서 성공한 경험을 앞세워 일본과 동남아로 흥행 몰이에

나섰다. 특히 카카오재팬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픽코마`는 2016년 4월 출시 뒤 지난해 일본 애플 앱스토어, 

구글 구글플레이 양대 앱 장터에서 만화 앱 통합 다운로드 1위에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이미 일본 웹툰 시장은 네이버 `라인망가`와 픽코마 등 국내 기업이 자웅을 겨루는 놀이터가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본 앱스토어 만화 앱 수익 순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0/856206/


라인-야후 일본 합병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8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11/18-72/

https://byline.network/2019/11/18-72/


카사 :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기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 카사코리아가 조건부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의 중·소
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비스 보안 및 전문성
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관련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9월 사
이에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가동 등 모의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카사 :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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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 카사가 우미건설, KEB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AF인베스트먼트, KCLAVIS로부터 70억원 규모 시리
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1년 만에 누적 투자 100억원을 넘기게 됐다.

• 카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수많은 국민이 나눠 소유하고 권리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간
접 투자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은행과 부동산 신탁사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디지털화해 발행, 누구든 자사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
스로 지정받았고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은행과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
탁 등 부동산신탁사가 공동 신청사로 함께 참여해 선정됐다.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직방, V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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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enturesquare.net/800608

https://www.venturesquare.net/800608


강의 순서

1. 금융 관점의 확장과 최신화

2. 2003년 대한민국 :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3.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

4. 한국 디지털 금융의 추격

• 2015년 대한민국 :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 출시

• 2017년 대한민국 : 답답함을 통한 핀테크 혁신과 도약 에너지 축적

• 2018년 대한민국 : 디지털 산업자본의 반격과 개안(開眼)

• 2019년 대한민국 : 카카오뱅크의 약진

5. 2020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와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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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에서 바라 본 메커니즘 (ser-M 초기 모형)

S
(주체)

E
(환경)

R
(자원)

M
(메커니즘)

197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한국의 국가단위에서의 핀테크 상황 이해

정부

국제
경쟁 환경

국내 기업&
디지털 지식

금융규제 최신화

198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최근 한국 핀테크 문헌을 SER-M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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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결과 요약

정부

국제
경쟁 환경

국내 기업&
디지털 지식

타 국가를 선도하는
전략적 규제 설계

200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 시대적 논리 파악 충분
• 명확한 비전과 당위성 충분
• 은산분리완화, 데이터3법 개정 등
처리 경험 축적

•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학습 충분
• 빠져나갈 명분이 없음
• 위기 의식 및 경쟁 의식 충분

• AI/블록체인 중요성 인지 중
• 디지털 기업 파급력 체험



그러나, 기존 금융 기업이 디지털 주도하기 어려운 포인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1aSSIST 경영대학원

귀납적 문화
부족

분산에 대한
지적 인식
부족



기존 금융 기업의 불리한 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2aSSIST 경영대학원

당신은
귀납적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3aSSIST 경영대학원

일목요연 중구난방VS



인간의 현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4aSSIST 경영대학원

계획 무계획VS



인간의 현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5aSSIST 경영대학원

체계적 비체계적VS



인간의 현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6aSSIST 경영대학원

진두지휘 자율근무VS



Dynamics 로봇은 어떤 원리에 가까울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7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n3Pey1

https://bit.ly/2n3Pey1


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8aSSIST 경영대학원

기업은 과학적인가?



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9aSSIST 경영대학원

회의는 합리적인가?



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0aSSIST 경영대학원

정책은 합리적인가?



기존 금융 기업의 불리한 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1aSSIST 경영대학원

당신은
분산을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12aSSIST 경영대학원

無人 人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13aSSIST 경영대학원

알고리즘 사람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14aSSIST 경영대학원

대중 권력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15aSSIST 경영대학원

자유 통제

VS자발 지시

자치 통치



비트코인 구현의 의미

CEO 최신화과정 216aSSIST 경영대학원

탈중앙화 중앙권력VS

Decentralized Centralized



2008년 비트코인 탄생의 배경

CEO 최신화과정 217aSSIST 경영대학원

VS

비트코인

미국 달러



두 디지털 화폐 중 어느 쪽이 탈중앙화 인가요?

CEO 최신화과정 218aSSIST 경영대학원

VS

비트코인
Decentralized

중국 디지털 화폐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과거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 그랜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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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2018년

은산법 관련 결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컨트롤타워

대안 평가

핀테크 관련 네거티

브 규제 초안마련

핀테크

컨트롤타워 구성

핀테크 가치 사슬

필요 역량 파악

핀테크 산업 펀드

유인 유치

전략 수립

부처간 얽힌

핀테크 규제 개혁

한국 핀테크

성장 전략 수립

역량별 인력 육성

방안 도출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 확보 및

유치 인센티브

완성전략 및

액션플랜 실행

산-학-연 협업으로 핀테크

인력 양성과 배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산업 자본

생태계 활성화

성과 점검 및

3단계 도약전략

준비

핀테크혁신, 미래 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2017)



과거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 액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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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투자공사 투자대

상 핀테크 기업 평가

오픈 API 참여기관과

데이터 공유 확인

블록체인 로드맵 완성

및 산업지원

P2P대출을 은행 부수

업무로 유권해석 말도

록 대부업 개정 검토

한국투자공사 투자대

상 핀테크 기업 평가

오픈 API 참여기관과

데이터 공유 확인

블록체인 로드맵 완성

및 산업지원

P2P대출을 은행 부수

업무로 유권해석 말도

록 대부업 개정 검토

한국투자공사 투자대

상 핀테크 기업 평가

오픈 API 참여기관과

데이터 공유 확인

블록체인 로드맵 완성

및 산업지원

P2P대출을 은행 부수

업무로 유권해석 말도

록 대부업 개정 검토

오픈 API 성과와

혜택 모니터링

실행 및 성과와

혜택 모니터링

핀테크혁신, 미래 산업과 금융의 판을 바꾸다(2017)



2020년, 디지털 금융 시대의 시사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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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현재
핀테크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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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이 지난달 18일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은행권 시범운영 기간보다 가입자 수가 약 4배, 이용 건수

는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가입자가 지난 8일 기준 1197만명으로 시범운영 기간

(2019.10.30~12.17) 317만명보다 880만명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등록계좌와 이용건수도 778만좌에

서 2222만좌, 173만건에서 374만건으로 증가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나 핀테크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범운영 기간에

는 은행들만 참여했으나, 지난달 18일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사업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585만명,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216만명이 가입하는 등 은

행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송금 서비스 중심의 핀테크 기업이 다수 참여하면서 시범 운영기간 2%

에 불과하던 출금이체 서비스 비중이 28%로 대폭 상승했다. 

은행권 고객은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전과 이후에 큰 변동 없이 잔액조회 중심(84%)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핀테

크 업계는 은행과 달리 출금이체 서비스가 81%를 차지했다. 지난 8일까지 193개 기관이 이용 신청한 가운데 전면

시행 당시 47개 이용기관이 참여했고 이달 중 씨티은행(9일)과 4개 핀테크 기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 1분기 중

15개 핀테크 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며, 나머지 126개 기관도 이용 적합성 승인, 기능테스트, 보안성 점검 등

을 거쳐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가입자 317만→1197만, 이용건수 173만→374만

토스·카카오페이 참여하며 출금이체 비중 2%→28%

오픈뱅킹, 핀테크 합류 후 가입자 4배·이용건수 2배 늘어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09932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2020.01.10. 오전 11:54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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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를 도입한 국가다. 이미 5개의 크립토 뱅크가 당국의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특징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2년 이상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있고, 적절한 법적 장치

마련조차 미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위스, 세계 첫 합법화 크립토 뱅크 도입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12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스위스 크립토 뱅크의 도입과 시사점'에 따르면 스위

스는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Crypto bank)를 출범하였다. 크립토 뱅크란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

관하며 이와 관련된 예금 · 대출 · 이체 · 인출 등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크립토 뱅크의 핵심

은 해킹 등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암호화폐의 가상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탁(커스터디) 기술을 보유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다.

암호화폐, 3종 분류...성격 따라 적용법 다르다

크립토 뱅크 분야에서 스위스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

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원(FINMA)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서 세계 최초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 나온 이유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079

[Join:D] 2020.01.10 13:23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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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전지는 전자결제 및 핀테크 영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주

는 디레이팅(De-rating)이, 인터넷 및 결제업체들은 리레이팅(Re-rating)이 예상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은 14

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후 2단계 의제는 첨단기술과 금융 개방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전자

결제와 핀테크 차원에서의 변화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중국은 올 상반기 디지털 화폐를 시범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보다 앞선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체크카드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위안화와 동일한 법정 통화 지위를 갖고 동일 규제를 받는다.

허 연구원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은 거래 비용을 낮춰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자금 흐름 감시 및 배분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디

지털 화폐 계획은 중국 내 모바일 결제 환경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다는 점과 서방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영역에서 반 서방국가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달러를 위협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위안화는 결제통화로서의 위상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

라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및 전자결제 데이터를 통해 사회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각 구성원들에게

점수를 부여,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게 허 연구원의 설명이다.

美·中 다음 무역분쟁 격전지는 전자결제·핀테크될 듯[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45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01.14. 오전 9: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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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정부는 달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중국 디지털 화폐에 대항할 수 있는 페이스북 리브라 사용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과 미국 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폭 넓게 요구하면서

전자결제 시장 확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허 연구원은 “올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선 금융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인터넷 및 결제

업체들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며 “법안 변경 여부에 따라 자금의 상당한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

다. 이어 “올해 미국 전자 결제 시장은 큰 변혁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과의 전자 결제 경쟁도 치열하

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 연구원은 “1단계 무역 합의 후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과 인민들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인공지능

(AI) 및 핀테크 도입, 장려가 예상된다”며 “기술주가 포진돼 있는 심천이나 차이넥스트(ChiNext) 주가 흐름이 좋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카드 등 결제 업체들 주가가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결제 및 핀테크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펀

드(ETF)에 대한 투자도 유망해보인다”고 덧붙였다.

美·中 다음 무역분쟁 격전지는 전자결제·핀테크될 듯[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45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01.14. 오전 9: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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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4차산업혁명시대-금융혁명의 시작’ 토론회 축사를 하러 국회 도서관에서 막 도착한 은성수 금융위원

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데이터 3법만 생각하고”

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금융상품?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을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은 위원장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30여

년 넘게 재경부, 기재부, 청와대에서 줄곧 금융정책을 다뤄왔습니다. 그런 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라고 말

한 건,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게 아닐까요?

가격에 미칠 영향

질문을 계속하자 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금융위 관계자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기사가 나오면 가격이 움

직이잖아요. 죄송합니다.”라며 질문을 막았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비트코

인 등 가격이 출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선 피델리티가, 독일에선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는데요. 

한국에선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이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세요?”

[미니칼럼]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언급을 피하는 이유[1]

https://bit.ly/2FMOPpT

김병철 2020년 1월 15일 07:00

https://bit.ly/2FMO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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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 질문에 나온 것처럼 일부 선진국은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은 2015년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암호화폐를 제도

권에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와 수탁

사업을 위해 이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독일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고,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규제 하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당국의 승인을 받고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수 있는 ICO 비

자 제도를 만들었고요.

금융위원회가 선진국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워낙 투기 열풍에 데였던 터라 조심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걸 까요? 부디 전자이길 희망합니다.

다행히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암호화폐를) 모르지

않아요. 관련 책도 읽으셨어요.”

[미니칼럼]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언급을 피하는 이유[2]

“미국에선 피델리티가, 독일에선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는데요. 

한국에선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이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세요?” 김병철 2020년 1월 15일 07:00

https://bit.ly/2FMOPpT

https://bit.ly/2FMO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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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사업이 데이터 사업이 되는 순간, ICT 기업이 더 유리해진다.

• 데이터는 국경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서 자유롭다.

•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형성과 거래를 본격화한다.

• 디지털 기업들은 금융 라이선스 취득, 금융 기업 출자, 금융 기업 제휴, 
자체금융에 준하는 토큰 이코노미 구축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게 된
다.



2020년, 디지털 금융에서 한국의 유리한 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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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과의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

• 하드웨어 접점은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 소프트웨어 접점은 카카오/라인이 유리하다.

• 다양한 신흥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시간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 기존 은행 기업들은 시간의 이탈에 대해 큰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2020년, 각 조직이 답해야 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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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그림은 충분, 이제는 실전
• 금융 선진국이 될 야망이 더 강하게 있는가?
•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교육 절실

정부

• 컨설팅은 한계가 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DT 10대 과제 수행으로 해결된다면,
• 그 다음 ET 시대가 오면 ET 10대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기존
금융

• 금융기관이 왜 보수적이었겠는가?
• 금융 사업 기관으로 사회적 선택을 받을 만큼
• 윤리 체계가 잡혀 있는가?

디지털
기업



2020년, 시급한 교육 최신화의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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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 경제 과목 선택 비율 2% (2018 기준)

• 사회문화윤리 과목 선택이 50% 이상 (과연 우리는 윤리적인가?)

• 경제 교과서는 최신화되어 있는가?

• 수능 성적 상위 0.1%가 서울대 경영대 지원

• 한국의 진로 교사/교수는 최신화되어 있는가?

• 한국은 경제/금융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 한국은 디지털 교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020년, 디지털 경영 교육의 최소 필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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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 R와 Python의 개념과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CNN/RNN/GAN 등 최신 AI 알고리즘의 용처를 이해하고 있는가?

데이터

• 닉사보, 할피니 등 비트코인의 문헌적 연구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 스마트 콘트랙트, Dapp, 암호 알고리즘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 블록체인 기반 지갑, 결제, 자산거래 시스템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블록체인

•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는 손’으로의 진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 메커니즘 디자인, 실험 경제학, 게임이론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 토큰 이코노미, 행동 금융학, DeFi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디지털
경제학



크립토MBA 홈페이지 (1/23 원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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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1학기

•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안재욱 교수)

• 딥러닝의 이해와 케라스 실습 (김태영 교수)

• AI와 암호학의 이해 (김문수 교수)

• 탈중앙데이터의 분석과 Defi (dsrv labs 김지윤 교수)

• 경영전략 (이윤철 교수)

• 논문 작성 기초와 전략 (김성민 교수)

• Jamovi 통계와 실습 (설현수 교수)

• 중국의 이해와 중국 경영 전략(백권호 교수)

• 하이퍼레저의 구조와 운영(ETRI 윤대근 교수)

• 크리에이티브 씽킹과 문제 해결 (오상진 교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1/23 원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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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2학기

• 비트코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 이더리움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디지털 화폐(CBDC)

• 디지털 민주주의

• 전략적 통계와 크립토 데이터 분석

• 미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거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자산토큰화(STO)

• 양자 컴퓨터 메커니즘의 이해

•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1/23 원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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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교 과 목 명

20219년

1학기

• 암호학 메커니즘의 이해

• EOS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자금세탁방지와 크립토 세무회계

•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금융학

• 행동경제학과 인센티브 설계 전략

• 게임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 디지털 자산 거래소

• 블록체인 기반 기부 시스템

• 핀테크 경영전략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1/23 원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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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성
• 주말 수업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

• 1.5년 3학기

졸업요건
• 토큰 이코노미 백서 또는 블록체인 기반 창업계획서

• 혹은 블록체인/토큰 이코노미 분야 논문

모집 정원 • 15명 소수정예

동문 기업
• 빗썸 글로벌, Dcoin, KB금융, 아하, 체인브릿지, 땡글, 스타시아, 

BeNative, 법무법인 더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다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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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신화과정 커리큘럼

2020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주제
인터넷은행
핀테크전쟁

에듀테크 유튜브
디지털
민주주의

스타트업
투자

크립토
빅데이터
분석

7월
(16일)

8월
(20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

주제
디지털
차이나
2020

디지털
인도
2020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헬스케어

크립토펀드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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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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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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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의실 접속하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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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lDmoSwsBTrrLHg/video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lDmoSwsBTrrLHg/videos


2020년 2월 20일(목) 19시에
뵙겠습니다.

에듀테크(Edu-T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