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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포용적 금융은 현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금
융서비스를 모두가 향유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다. 세계적으로 포용적 금융을 위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금융접근
성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구축까지
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각자의 처한 배경마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수단이나 방식, 플랫폼
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접근성은 우수하지만 정책노력에 근거한 정
부주도 방식이고 네트워크와 전달체계의 편중현상과 체계적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노정되
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적, 공급자 중심의 체계로 인해 자생적 시장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에서의 핀테크의 활용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핀테크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다양한 협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P2P, 클라우드),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포용적 금융은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금융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 과
제이다. 우리나라는 ICT네트워크 발달로 금융접근성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성숙했으므로 연결된 세상에 접근하려는 지배구조상의 개방과 협업구도가 포용
적 금융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포괄적인 감독서비스 기반위
에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다양한 협업구도가 모두의 참여와 연관을 촉진하는 포용적 금
융을 구현할 수 있다. 

 1. 배경

   원래 금융포용의 정의는 금융접근성이 제한됨으로써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고 구
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실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또는 포용
적 금융(inclusive finance)은 2000년대 초부터 UN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
는 다양하다. UN의 경우에는 포용적 금융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합당한 비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설명한다. 연구하는 
주체에 따라 정의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컨설팅업체들의 정의와 학문적 접근방식간
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Accenture(2015)의 보고서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신흥시장이 은행들
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킨 반면 Banerjee et. al.(2015)은 빈
곤퇴치의 수단으로서 금융은 일부일 뿐이며 보다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기회가 모든 경제활동의 원천일지는 모르지만 지속적 경제활동과 빈곤극복을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부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정의에 관계없이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금
융의 역할제고에 대한 당위성은 은행업무의 보급과 확산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라는 경험적 사
실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이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2014 
Global Findex study의 결과는 은행업무의 보급(banking penetration) 자체가 목적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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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난을 줄이고 개인적 혜택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위기재발이나 글로
벌 위험과 같은 시스템 차원의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포용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가정책 차원의 핵심이슈를 넘어 글로벌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G20의 글로벌 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이나  UN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특임직의 신설
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다. 국제적 금융부문 관련 표준설정 작업(CGAP, UNCDF, 
UNEP)도 본격적으로 금융포용을 주요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UNCDF의 MAP(Making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Possible)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들은 초기의 자금공여만
으로 자립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어려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관련하여 몬트레이 선언
(The Monterrey Consensus)은 마이크로 크레딧, 소기업에 대한 신용, 국가적 저축프로그램 
등이 금융부문의 사회경제적 역할수행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급측면
의 역량구축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가져가자는 취지가 호
응을 얻은 결과이다. 이와 같이 금융포용은 그간 금융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포용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노력에 앞서 당장의 신용공급이라는 정
치적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원래의 취지는 약화되고 오히려 문제점이 부각되는 등 일부 혼란
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즉각적인 처방과 단기적인 대응은 주로 마이크로 
크래딧, 즉, 소액 자금의 공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단 통신네트워크의 발달로 
접근성 자체에 대한 장애요소가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과거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작금의 환경 하에서는 모바일 네트워
크와 기기만 있으면 상당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금수혜자들의 삶을 개선시킨 
다는 효과 면에서는 아직 잠정적인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상적인 상황에서
는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금융의 포용적 역할수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의 
기본인 고용이나 투자의 기반, 그리고 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관들이 구성원들의 경
제활동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정책노력의 우선순위와 연관된 금융 접근성과 포
용적 금융의 상관관계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금융 접
근성을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작금의 
경제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 해외 동향
은 핀테크가 금융접근성을 넘어서 다른 필수요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BBVA 2015). 더욱이 중개인의 개입이 줄어드는 P2P관련 핀테크가 대두되
면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의 가능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핀테크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플
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포용적 금융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서비스는 지불, 송금, 보험, 신용, 저축 등 다양하며 더 이상 소액신용에만 치중되
지 않는다. 또한 신용 등의 공급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UNEP Finance Initiative 또는 
UN Global Impact와 협업하고 있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와 같이 
투자자들의 역할도 강조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여전히 금융기관이며 기존의 감독 
기준 하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하여 BIS의 BCBS에서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준을 검토하기 시작했다(2015). 연관된 맥락에서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FinMark Trust는 금융시장이 빈곤계층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제약을 식별하는 
제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현상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구의 구성이나 전통, 공동체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 3 -

이해의 토대위에서 금융서비스가 부가되어야 비로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척도로서 은행계좌의 보유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 세계은행의 추산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0억여명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룹(unbanked)이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결과 2011년과 2014년 사이
에 7억여명이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성인 중 계좌보유비율이 54%에서 62%로 증가했으며 은행
시스템에서 제외되었던 20억명이 포용되었다. 또한 각국 정부는 "financial illiteracy"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금융시스템 차원의 참여도에 달려있음도 거
듭 밝히고 있다. 적어도 금융접근이 가능케 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
임에 틀림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인프라나 위험감수 비용
문제로 침투하지 못했던 소외지역에 접근 가능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분명 고무
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접근성면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포용적 금융을 금융혜택의 사각지대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최고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포용적 금융의 비교를 위해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의 사정과 우리나라의 사정을 같은 선
상에서 논하기는 무리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성이 포용적 금융의 핵심사안 이지만 이후부
터는 다른 요소들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UN의 Financial Diary의 연구결과는 개인 신용공여가 그룹의 과잉부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teward Rutherford(2001)는 빈곤층들의 자금 활용에 관한 일기
(financial diary)에서 초기 수혜대상들이 상당한 수준의 연체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
음을 갈파하고 있다. 즉, 금융접근성에 관한 상실을 피하려다 보다 큰 주변의 집단이 더욱 심
각한 부채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낮은 연체율을 포용적 금융의 성공으로 간주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구는 과도하게 저축을 많이 함으로써 잠
재적 기회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접근성의 변화는 예기치 않은 파장을 가져다주고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역설적이지만 자금문제에 자금이 우선시되는 지원은 성공하기 어렵다. 
모처럼 마련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가능한 여건에서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의 참신한 적용을 통해 기존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
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더 이상 특정 주체의 주도나 특정 분야의 해법만으로는 문제해결
을 기대하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은행서비스가 없는 곳은 은행서비스의 확충이 문제해결에 
실마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대부분 정책지원이 아
닌 스스로의 발전과 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인도를 배경으로 개
발된 대표적인 금융포용척도인 CRISIL Inclusix는 지점과 예금, 그리고 신용공여항목으로 구
성되었으나 현재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무엇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측정하고 정책노력의 
기준으로 활용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Demirguc-Kunt and L 
Klapper 2012). 작금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서비스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
되었다. 금융접근의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구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면
서 금융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경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는 민간주체들
이 서로의 협업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까지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의 수행한 서베이 데이터의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금융의 초기단계에서는 
금융접근성을 강조하게 된다. 근래에 들어 통신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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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접근성의 제고는 극히 당연한 노력으로 강조되었으며 실제 아프리카 등에서는 모바일 
기술이 금융서비스의 주요 전달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금융적 포용을 단기과제로 일
거에 추진하기보다 큰 그림 하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한다면 초기부터 금
융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 진다. 금융상품이나 전달채널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수혜 대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물경제기반을 구축하
기 위한 교육이나 의식개발 없이 금융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개
도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아닌 통신사인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다. 
실제 금융접근성 자체는 반드시 금융회사일 필요도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사인 경우도 
빈번하다. 
   둘째, 포용적 금융이 접근성의 제고에만 그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Finscope Survey, CFI 2015). 당초에 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참여자들의 위험분담과 기술요인의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새로운 환경에서 금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
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단순한 신용공여차원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넘어서 주변과의 다양한 연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금융회사와 통
신회사는 원천적 차이를 넘어선 협업관계를 적극 모색해야한다. 각자의 상이한 배경 하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개인들이 어떻게 저축, 차입, 지불, 위험
관리를 해나가는 지에 관한 WB의 Global Findex나 Finmark Trust의 FinScope Survey 등
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주체들의 경제활동패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초기 신용공여 이후 향후 공동의 노력으로 전개되는 연관과 기회는 분명 많은 참여
자들에게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반이지만 복잡한 연관이 만들어지는 다면적 시장에서의 수익창
출의 방법이나 접근방식은 전통적 영업기반의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ICT를 통해 구축된 금융접근성의 토대는 기존의 시장과는 달리 단순한 신용공여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연관을 만들어내어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CT기반이 없는 경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은행 지점 네트워
크 하에서는 금융접근성이 경제활동과 별도의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지만 최근의 ICT
네트워크 하에서는 금융접근성이 바로 포용적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이러한 잠재적 연관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키워내기 어렵
다.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은 과거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금융 소외영역을 파고
들 수 있게 하지만 금융의 포용적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 방식과 전략에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질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모두가 각자
의 고유영역을 넘어서 서비스 대상의 여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생존전략이다. 물
론 ICT 기술요인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자
체로도 중요한 발전이다. 동시에 금융접근성의 제고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산업에 새
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 실제 Accenture(2015)
는 은행들의 신흥국가들에 대한 포용적 접근이 수익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이를 토대로 가능한 다양한 가치창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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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 접근성의 확보가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신용 공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당연히 수익성이
나 형평성의 목적에 따라 포용적 금융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나 수단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히 진화시키지 못했던 외연(extension)이 미래금융의 생존기반으로 부각
되기 시작했다. 이제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책임차원의 자성적 대안이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차원의 생존전략으로 부각된 것이다.  
    실제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는 전통적 금융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토대에 금이 간 이후 금융은 
종래에 금융서비스 진입대상이 아닌 곳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간과되었던 포용
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삼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경제개발목적의 개도국 지원을 넘어서 선진
국들이 안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자체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금융의 다른 모습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주어진 틀 안에서의 다수가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주도의 이익추
구로 기대되는 효율성은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다. 1%를 위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문제는 자칫 대립적 구도나 비경제적 접근방법과 사회불안요인으로 연
결되기 쉽다. 종종 정치적 해법에 의존하려는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에는 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계성의 편중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실물부문의 단절이 더욱 심각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실물활동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접근의 
기회 면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방치되어 있는 점을 극복하는 것이 사후적인 재분배 노력을 강
화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포용적 금융을 추구하는 제도권 금융에서 우선적으로 자
금이 공여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회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토대 붕괴를 넘어서 금융의 영역이 점차 좁혀지는 데 있다. 자금흐름의 편중되고 축소되
는 현상은 이미 추세적으로 진전되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통
적 금융 중개기능은 위축되었으며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라는 고육책으로 통화정책수단은 제 기
능과 역할에 나서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더욱이 고용과 소득의 선순환을 지탱하는 흐름이 자
기생존을 위한 극도의 위험기피와 자금중개부진의 악순환으로 변모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
다. 뒤늦게나마 정무적 차원의 배려가 강조되면서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왜곡과 마찰요인이 부
각되었지만 수년간의 실험결과 자금공여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
다. 조급한 절박성으로 추진된 정무적 차원의 노력들이 지속가능한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금융시장기능을 생략한 신용만 공여할 경우 초래될 각종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
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관련 기술요인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다루어온 감독이
나 정책적 배려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누가 어떻게 담
당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새로운 서비
스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금융 감독서비스의 재탄생이 절실하다. 당국이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같이 만들어가는 환경이므로 업무과정 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정집단이 만든 코드북을 다른 집단이 따르는 구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누구도 현재의 기술요인을 큰 그림 하에서 이해하고 이를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니터하면서 만들어나가는 방식뿐이다. 
절충적이고 진화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모두의 참여와 고민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문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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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핀테크를 잘 활용하여 실물과 금융의 새로운 연관을 복원시키면서 포용적 금융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이나마 단순한 금융접근의 차원을 넘어서 포용성을 강조한 관점에
서 핀테크가 금융접근 그리고 좀 더 큰 그림 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
고자 한다. 각자의 환경이 상이한 배경을 두고 금융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비현실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상이한 환경 하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포용적 금융의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나름대로 
균형 잡힌 기준을 토대로 금융포용 관련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진단과 향후 대응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특히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핀테크 활용방안
을 모색해본다. 이후의 전개는 진단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핀테크의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
토하고 감독규제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2. 포용적 금융의 장애요인 

    질적으로 양호한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 
확인되어온 사실이다. 하지만 새삼 금융의 포용적 역할이 강조된 배경은 금융의 접근성 자체
가 ICT네트워크의 기초여건에 따라 편중되어 있는 사실과 이와 연관된 원천적 문제를 네트워
크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데 있다. 물론 금융접근성 제
고=ICT의 빠른 보급이라는 상황 하에서 적어도 기초적인 금융접근성의 해결문제는 비교적 쉽
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후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하게 된다. 즉, 포용적 금융이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의 본질적 이슈에 앞서 금융접근성과 연관된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가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편협성으로 금융의 지평과 기
반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경제여건으로 인해 금융이 움츠러든 것인지는 추후의 연구과제이
지만 현 경제문제의 해결에 금융문제가 중요한 연결고리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
용성의 제고라는 측면은 금융접근성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미래 금융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포용적 금융기능이 저
하되게 된 장애요인들을 정리하면 첫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특정 허가받은 소수에 국한되
었으며 금융의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 서비스로 보완된 측면이 강하다. 기
존 참여자들이 규제와 비용문제로 외연을 넓히지 못하는 부분을 시장개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 둘째, 서비스전달과정에서 특수조직이나 기구가 다기화 되었고 금융사각지역과 편중현상
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은 수혜대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나 분석에 기초하지 못한 측면과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문제로 인식된다. 셋째, 서비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장원리와 부합
되는 인센티브구조가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장기능의 부재로 지
속적 인센티브가 작동안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니터링마저 제 기능을 하기 힘든 것이다. 
금융서비스가 각종 지원 장치 없이 닿을 수 없는 곳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지만 관련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예로 국제기구의 포용적 
금융지원활동과 미안먀의 마이크로 크래딧 생태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2>). 연결고리의 한 
부분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이다. 더욱이 펀딩채널은 여전히 자생적인 차원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아 외부 기부나 펀드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각종 시장지지 장치는 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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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활성화와 시장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시적 지지기구로 남아있게 된다. 
     우선 포용적 금융의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과거 공급자들 위주의 대책마련은 분
명한 한계를 보여 왔다. 더욱이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근성의 제고와 금융포용은 좀 
더 신중한 고찰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사례의 경우(FATF,2011) 초기에는 
금융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으나, 수년간의 경
험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금융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금융접근성을 결정하는 다
양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거듭된 금융부실과 복구 작
업으로 사회적 자본토대마저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의 Cherry-picking이나 이
익의 선수취, 비용의 후전가와 같은 관행은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아직 확실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잠정적인 연구결과들은 금융접근성의 제고와 더불어 포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고용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금융의 모
습이 관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anerjee, et. al. 2015). 
    다행히 디지털네트워크와 핀테크 기술요인은 과거의 틀에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우
리에게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체제하에서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들어 두드러진 특징은 핀테크 기술을 통한 인류적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에 대
해 요새 탄력을 받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핀테크와 같은 기술적 요인의 역
할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Gates Foundation). 분명 핀테크는 기존 금
융시스템 하에서 어려웠던 부분인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부분 중 일부에 불과
하지만 과거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소외된 계층을 강화
(empower)시킴으로써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이러한 기대의 근저에는 핀테크가 금융의 영역을 넓히고 과거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달리 말하
면 기존의 은행은 ICT네트워크 기반위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
던 다양한 서비스를 극한 분야에까지 적용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핀테크의 
제반 기술들은 은행들이 미래 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재무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단
과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의 영역에서는 감독규제비용이 높아져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지만 과
거 접근하지 못했던 부문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게 되고 동시에 형평
성 문제까지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금융의 지평과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려면 법체제의 정비 등 기존 인프라와의 
발전적 조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2.1.핀테크의 역할 재정립

   한편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일부 핀테크는 기술개발의 
배경과 동떨어지거나 기본적인 취지와 괴리를 보이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기존 고객기반을 새롭게 접근하는 차원에서는 핀테크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유효하지만 
금융사각지대나 배제지역의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측면에서는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Lending Club의 실패에서 목도하였듯이 아직도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없이 
기득권들 위주로 기존 고객층을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은행들로서 외연을 넓히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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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양산되는 선택의 기회 속에서 고객집단이 가장 우려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금융
사고 관련 보호 장치는 여전히 시장신뢰를 받기에 미흡하다. 규제나 감독서비스가 새로운 서
비스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작금은 관망
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술요인에 대한 사전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간편 결제 분야의 난맥상이나 기존 유산체제의 문제들에 대한 
생태계정비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핀테크 자체에 대한 시장신뢰마저 흔들릴 위험
이 존재한다. 핀테크는 특정 기술차원의 변화라기보다는 생태계차원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얽
혀서 구현되는 종합적인 서비스이므로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가에 관한 
고객 스스로의 인식체계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
고 정부나 다른 참여자들이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신뢰산업을 전면 부정
하지 않는 한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받는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거대한 변화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존 생태계의 legacy infrastructure의 비용문제를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
다고 잘못 꿰인 단추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을 알면서도 점진적 해법만 추구하기도 어렵다. 어
려워도 기술혁신을 초기에 수용해야 이후 생태계 차원의 가치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핀테크라는 새로운 촉수와 수단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금융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미래생태계의 모습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각
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화가 더딘 이유는 미래생
태계의 주인역할을 담당할 시장참여자들의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연결된 개인
의 힘이 정보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인은 더 이상 마케팅의 대상(수혜
자라는 고정적 역할이 아님)이 아니라 미래 세상의 주인이며 그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
다.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와 안전성을 명시적으로 천명해야 관련 생태계가 발전한다. 만약 이
러한 인식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핀테크로 무장한 금융의 재무장이 진전될 경우 우리는 철
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전락하게 된다. 개인의 기본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거
나 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질 나쁜 종속으로 이어질 
뿐이다.

2.2. 현실적 제약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심각한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위험 기피적 관행과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으로 위험감수 자체는 여전히 시장원리 대신 다양한 정무적 기준이 
우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원적인 기준과 토대위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어
떻게 연결되는 가에 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즉, 기술적 요인이 점차 우세
해지고 노동력의 대체현상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투자 등 실물활동의 선순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지속가능하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그림은 실종상태인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
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만이 분열된 상태에서 다양한 근거조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
제가 심각한 데 비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이 먼저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
다. 연결되고 통합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지나치게 분열되고 특화된 대응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동체차원의 공감대와 가치체계위에서 다루어질 이슈가 단지 금융의 역할
제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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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은 일견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강하다. 위험에 따른 
차별화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도 하에서 더 이상 차별화를 시장의 기본원리를 주장하기도 어
렵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 하에서 시장원리자체가 왜곡되고 분화되어 있어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포용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중앙은행 중
심의 금융시스템은 기초부터 붕괴되어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상화에는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포용적 금융의 골자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
회의 모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기존 골격을 개혁하기에는 시장통합이 진전되어있
어 현 글로벌 지배구조 하에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관련 움직임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시아에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포용은 금융소외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나 그 방
식에 있어 여전히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이슈이기는 
하지만 특정 기구나 정부부처 중심의 대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무리 정책노
력을 강조하더라도 기존 채널방식의 서비스 전달은 연결된 세상과 개인에 대한 접근에 있어 
참여자들 간의 연관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 노
력의 핵심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노력만으로 한계가 분명
한 이상 금융서비스 수혜대상들 스스로의 다양한 연관을 우선적으로 촉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대표적인 민간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서민금융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대출금리가 낮은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규모가 확대 되어왔다. 저축은행
의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20%후반 대에 설정하였고, 상호금융(새마을 
금고 제외)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액 중 40%만이 5등급 이하 고객에 자금을 제공한데다 담
보위주의 영업으로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9%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대상 중금리대 신용대
출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민간 서민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증가하는 서민금융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
희망홀씨 등 4대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소기의 성과에도 불
구하고 향후 과제는 이러한 노력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 및 
지원대상이 각기 다른데다 미소금융재단,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은행, 국민행복기금 등 취급
기관도 달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각각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문제로 유사한 상품들이 각기 다
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 상호 연계가 부족하였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스
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2013년 9월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을 통일하였고, 기존 정책서민 금융 지
원기관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미 보완책으로 수요자에게 정책서
민금융지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부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개소하였으
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한 서민금융총괄기
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one-stop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미소
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더불어 신용
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가 의무화된다.1) 신용등
1)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소액금융기관으로서 현장 사무소와 인터넷 대출시스템

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액대출을 제공하는데 개



- 10 -

급과 같이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회사가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을 확
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 정착에 특화된 분석 및 평가시
스템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 분석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
품을 재설계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시장 기구를 설립하고 정보 활용을 효율화하여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만
들어가는 노력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추세를 활용하려는 전략적인 배려도 중요하다. 시장마찰
과 사각지대문제해소를 위한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최근의 핀테크기반 분산형 자발적 해법
모색노력도 병행되어 관련생태계가 다양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진
화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다루는 핀테크는 단순히 기능적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자
가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간역할을 최소화하여 거래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
민금융 분야에서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상당폭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핀테크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핀테크로 무장한 은행부
문의 모습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정부는 과도할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못하는 일을 정부가 대신 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둘째, 기술이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하는 데 정
작 연관을 만들어가려는 민간들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셋째,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환경이
지만 진취적 자발적 콘소시움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금융의 포
용적 역할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더라도 고객들의 의식이 발현되지 못하고 정부 의존
적 단기이익 추구만 강조되는 여건에서 금융의 영역이 넓어지기 어렵다. 폐쇄적 환경에 익숙
한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다. 결국 패러다임 전환이 추세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초기의 금융 접근성을 목표로 삼기보
다는 모두에게 이후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판단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슈임을 
알 수 있다.

3. 핀테크의 적용가능성

    기존 포용적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핀테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술자체
로 볼 때 과거 체제의 중간과정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특징 외에도 중앙통제방식에
서 완전히 벗어난 참여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은 혁명적 와

인 대출 시 담보 및 보증인을 요구하지만 담보력이 약하지만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공동융자를 
통해 대상자간 연대보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독일의 소액대출 및 창업자금 지원은 크게 공
적개발은행인kfw의 전대대출(on-lending)과 소액금융연구소(DMI)모델로 구분되는데 독일의 
DMI(DeutschesMikrofinanzInstitut)의 소액금융모델은 소액금융기금의 보증지원을 받는 비영리 MFI
와 윤리적 은행인 GLS(Gemeinschaftsbank f r Leihen undSchenken,대출 기부 협동은행)와의 협
력 모델로서 MFI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전심사, 사후관리 및 비금융적 사업개발서비스 제
공, 직접 대출은 GLS가 담당하는 구조로서 DMI는 MFI를 관리하고 상품개발, 대출상환정보 관리 등
을 담당하고 있다. 대출위험손실의 80%는 소액금융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나머지 20%는 MFI가 부담
하게 되고 모든 MFI의 계좌 잔고 정보는 매일, 대출관련 정보는 한 달에 세 번,고객의 재무 상태는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되어 위험 및 고객관리 시스템인 Inthepro에 집중된다. 특히 MFI의 사후관리
는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되어 있는데, 매월 초 연체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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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대신 기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그림 1> 국제기구의 포용적 금융지원

출처: UNCDF 2015

프로세스 향상의 기능으로서 다각도로 포용적 금융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포용적 금융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핀테크 기술을 주로 가상화폐, 송금, 결제, P2P 대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핀테크가 성숙되면서 



- 12 -

다양한 수단들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orld Economic Forum의 파트너 구성2)을 
<그림2 > 미얀마의 마이크로 크래딧 생태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참여는 전무하다. 세계기구의 포용적 금융관련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회
사나 금융기관이 참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두드러
지는데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바로 미래의 성장기회임을 인식하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지평
을 넓혀가야 한다. 다만 기존 기구들 간의 자발적인 협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유기적인 연관
으로 진출할 경우 우리는 플랫폼의 다양한 효과, 즉, 규모와 범위, 그리고 스케일의 경제적 외
부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다양한 연관을 거대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이 미래의 핵심
성장전략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포용적 금융기능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연관을 통해 경제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큰 그림하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생략된 각개전투식의 드라이
브는 더 큰 플랫폼 운영자들의 도구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용적 금융의 개선분야로는 우선 금융접근성, 투명성, 중간 고리 문제를 손꼽을 수 있다. 

2) ACCION, Barclays, Bill &Melinda Gates Foundation,Citi,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Credit 
Suisse AG,Financial Conduct Authority, ICICI Bank Ltd,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Kiva.org,MasterCard,McGraw Hill Financial,McKinsey &Company,NYSE, Standard Chartered Bank,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Telenor ASA, UBS Switzerland AG, Vis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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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접근성의 경우 P2P등의 플랫폼을 통해 중간업자들의 개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자금수요처와 공급자의 직접경로를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이미 아프리카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투명성은 블록체인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분산시스
템의 공감대형성과정을 통한 신뢰검증과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시작한 
Provenance라는 회사는 원천증명을 통해 공급체인의 중간착취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다루기 어려웠
던 분야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핀테크의 용도가 강조되었으나 작금에 와서는 단
순한 접근성을 넘어서 거래나 과정자체의 신뢰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은 기존 체제의 보다 본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legacy infrastructure의 발전적 진화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다행히도 핀테크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분산시스템, 즉, 기존 신뢰의 축을 반
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과 참여에 대한 개방적 특징의 제고이며 두 번째가 프로세스
의 투명성, 세 번째가 자발적인 참여형 신뢰기반 유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 변화의 
가능성은 소수의 허가 받은 자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뜻
한다. 과거 서비스의 전달을 가능케 했던 중간업자들의 역할은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과거 
문제시 되었던 각종 사기나 비리는 블록체인기술로 상당 폭 줄여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센서스 과정이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동력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포용적 금융의 역할제고
를 위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는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와해성 
변화(disruptive change)를 감안하여 과거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들이 공적 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데다 
아무리 분산시스템이라고 하여도 생태계 차원의 균형과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해 누군가는 중
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핀테크가 포용적 금융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
면 관련법이나 규제체계가 금융회사와 다른 참여자들 간의 합종연횡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이를 규제할만한 근거는 취약하다. 따라서 생태계 조성자
로서의 안목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는 시장참여자들 스스로의 판단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더 이상 중심 기구에서 복잡다단한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 
Consensus as a service를 상당부분 활용해야 한다. 

 
 3.1. 기존 인프라의 효율화를 위한 핀테크

    이제 핀테크는 ICT기반위에서 금융의 외연을 넓히고 신뢰토대를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 
대체불가능한 요인이다. 핀테크의 다양한 모습은 금융서비스가 소수의 독점적 영역이 더 이상 
아님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판단에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도 없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그나마 현재의 legacy infrastructure
를 구축해왔고 심각한 문제로 고생은 하고 있지만 개보수를 거쳐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고쳐
나갈 여지는 아직 있다고 판단된다. 수술비용자체가 막대한데다가 수술이후의 모습을 확신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핀테크는 직접적으로 자금수혜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플랫폼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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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수혜자들의 배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즉, 지원대
상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다만 기존의 그룹차원에서 공여되는 신용을 개인으
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 자금의 용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측면의 기여는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기술을 금융포용의 목
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기존 금융체제에서 활용하려면 협업과 개방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자체적인 단위의 조직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솔루션 
구축차원에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미래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최근 은
행권의 R3 컨소시움도 한 사례이다.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분야는 마이크로 크레딧 외에도 국경 간 송금서비스를 
들 수 있다. 실제로 미얀마의 경우 500만명 이상의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은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이외에도 마이크로크래딧의 중개기관으로서  
Self Help Groups (SHGs) and the Micro Finance Institutions (MFIs)등의 역할이 중시되
고 있다. 공적인 금융시스템과 비공식적인 금융 인프라의 결합을 중개역할기관이 수행하는 것
이다. 실제로 포용적 금융의 구체적 모습은 배경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해외
송금이 주요 이슈인데 기존 금융권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있고 접근도 어려워 
비정상적 방법으로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저축이나 지급결제 분야인데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배분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누수현상이 심하며 개별차원의 
지급이 아닌 peer group 단위라서 연체율관리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일부 실험결과는 그룹
의 과다한 채무상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단순히 정상적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어려운 곳에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려면 다수의 참여와 위험분담이 불가피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누수현상이나 집단적 채무과잉 상황으로 이르지 않게 하려면 자금공여와 
인센티브 구조를 경제활동과의 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면에
서 이러한 분야에 핀테크의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은행들이 
수행하고 있다. 지역이나 서민금융기관들은 MFI-bank linkage model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on-lending to small borrowers, joint liability groups으로서 은행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포용적 금융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통신사들이 주도하여 
금융의 영역으로 진출할 경우 기술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말과 마차가 동시에 중요하므로 협업은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이 촉진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치중
해야 한다. 개별기술로서가 아니라 은행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는 외주프로세스로의 가치가 평
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모습은 해당주체들의 자발적인 협업의 형태로 구현
될 수 있다. 더 이상 상부하달이나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에만 의존하기 힘들다. 그나마 생태계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켜나가려면 정부의 생태계 관리자라는 독특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된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유무도 금
융의 포용성을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통해 변화를 도
모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일일이 방문하여 신용을 공여하기 때문에 전자식 절차는 업무효
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MFI회사들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용공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과거 MoneyGram이나 Western Union을 통해 이루어지던 송금서비스는 수수료부담이 적
지 않았다. 모바일 폰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소외지역의 삶은 향상되었다. 신
용기록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이 없는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핀테크는 이러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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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서비스 및 활동 영역 실적 및 비고

Safaricom(M-Pesa)

� 모바일폰뱅킹
� 무점포은행(branchless bank)로 은행

계좌 없이 결제 및 송금 가능
� 케냐회사로 아프리카 국가, 인도, 루마

니아에 서비스 제공

� 은행 계좌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도 모
바일폰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음

� 2007년 M-Pesa출시 당시 케냐의 은행
계좌 보급률은 30%, 모바일폰 보급률은 
70%였음

� 2015년 약 3,800억원의 매출 기록   
(2012년의 약 두 배 증가)

른 원천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모바일 전화대금 또는 소셜미디아관련 활동)를 활용하여 대안으
로서의 신용기록을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
을 사용치 않는 지불이나 할부도 모바일 화폐의 사용으로 가능해졌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socioeconomic base of the pyramid (BOP))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보험이나 저축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한편 세계은행소재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금융적 포용을 주도하는 34개의 기구로 구성된 글로벌 파트너십
이다. CGAP는 시장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방법과 증거에 준거한 지원플랫폼
(evidence-based advocacy platform)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스타트업은 규제와 
compliance부담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수직계열화나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곳
은 자체플랫폼을 소규모업자들의 plug and play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스타트업과는 달리 금융 분야의 스타트업, 즉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규제
나 감독의 영역에서 자립해야하는 독특한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자체의 외부
성에 기인하는바 잘못되었을 경우에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
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일련의 사항들은 이러한 우려를 정당화시켜준다.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혁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기도 어렵다. 어쩌면 기존의 인프라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소규모의 스타트업뿐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거대기관들이 비용구조
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진출하는 협업대상으로서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위 니치
마켓의 성공은 기존 참여자들의 시장지분을 잠식할 수 있는 와해성 혁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참여자들의 출현은 금융포용을 이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차세대의 혁신적인 금융포용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ACCION등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Venture Lab은 소규모 자본에게 초기투자를 수행하고 소외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은 초기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가려면 기관투자가들이나 기
금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까지 참을성 있는 자본이나 경영지원
을 지원하는 기능이 긴요하다. 이외에도 The Centre for the Study of Financial Innovation
는 국제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와 토론을 위한 장이다4). Q2 Holdings, Inc. (NYSE: 
QTWO)은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Social Money를 인수하였는데 이들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위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전략수립과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포용적 
금융지원을 하는 기업들은 <표 1>참조).

<표 1>포용적 금융지원에 특화하는 기업: 포용적 금융을 지원하는 핀테크 사례

3)http://www.cgap.org/blog/driving-financial-inclusion-innovation-why-startups-and-why-now
4) http://banknxt.com/53438/bb-financial-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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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nor(Easypaisa)
� 에이전트 뱅킹
� 대리점이 모바일폰 기반 시스템을 사용

하여 거래 대행
� 파키스탄

� 모바일폰 없는 국민도 사용 가능
� 월평균 거래건수 천만건
� 월평균 거래액 2억달러

Lenddo 

� 빅데이터기반 신용대출
� 신용데이터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에 데

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군을 선별하여 
대출

� SNS에서의 평판도 고려(facebook계정 
열람)

� 홍콩회사로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가
에 제공

� 50만 명에게 대출 제공
� 평균대출금액은 500달러수준

Kabbage

� 빅데이터기반 신용대출
� SME를 대상으로 재고 정보, 운송정보, 

소비자의 별표 부여 개수 등과 같은 다
양한 영업 관련 정보들을 분석하여 신
용도를 평가한 후 대출을 제공

� 미국회사로 동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 
제공

� 3만여개의 SME에 3억 달러 가량 대출 
제공

기       관 내    용

AFIAFIAFIAFI(Alliance (Alliance (Alliance (Alliance for for for for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Inclusion)Inclusion)Inclusion)Inclusion)

� 회원들 사이의 금융 포용 측정을 위한 공용 프레임워크 개발이 목
적

� 정보 정책입안(inform policymaking)을 위한 데이터 사용, 조사, 방
법론, 분석, 목표설정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

� 프레임워크가 보다 넒은 국제적 사안에 적용되도록 홍보

BIS/BCBSBIS/BCBSBIS/BCBSBIS/BCBS(Basel (Basel (Basel (Basel Committee Committee Committee Committee on on on on Banking Banking Banking Banking Supervision)Supervision)Supervision)Supervision) � SSBs(standard-setting bodies)와 주주 사이의 정기회의 기구 

BIS/CPMIBIS/CPMIBIS/CPMIBIS/CPMI(Committee (Committee (Committee (Committee on on on on Payments Payments Payments Payments and and and and Market Market Market Market Infrastructures)Infrastructures)Infrastructures)Infrastructures)
� 금융 포용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시장 인프라의 다양한 측면과 연계

되어 있음 

GPFI GPFI GPFI GPFI data data data data groupgroupgroupgroup � G20과 그 외의 국가들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를 위한 플랫폼
� 금융포용 업무 지휘, 존재하는 데이터 범위 규정, 데이터 격차 평

자료: 신한리뷰 Monthly Magazine 2015.6. 각 언론사 자료 재구성 

바젤위원회도 금융적 포용을 위한 제안을 시장에 제시한 바 있다. Accion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포용적 금융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는 <표 2> 
참조). 

<표 2>포용적 금융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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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성과지표 개발

OECDOECDOECDOECD(the (the (the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for for for for Economic Economic Economic Economic Co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and and and and 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

� OECD는 금융 포용 지역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음
- 금융지식네트워크
- 중소기업 및 사업가 자금조달
- 종합지표 구축 안내서
- OECD/INFE 파일럿 조사(2010/11): 금융지식에 대한 측정, 수

요측면에 대한 조사(소비자 취약성과 교육 이슈)
- 금융지식과 금융 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 증거에 기초한 계획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for for for for Research Research Research Research on on on on Income Income Income Income and and and and WealthWealthWealthWealth
� 국가, 경제, 사회 회계에 관한 연구 증진 노력
� 특히 금융 포용에 대한 장려 지속

MIXMIXMIXMIX(Microfinance (Microfinance (Microfinance (Microfinance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Exchange Exchange Exchange Exchange ))))

� 워싱턴소재 비영리 국제기구
� 소액금융 데이터 수집, 인증, 분석
� 다양한 민간부문 파트너 기관을 갖고 있음

Finmark/FinscopeFinmark/FinscopeFinmark/FinscopeFinmark/Finscope � (Finmark) 2002년 UK 국제개발부의 펀딩으로 설립된 신탁
� (Finscope) 소비자와 소기업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의 조사

Center Center Center Center for for for for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InclusionInclusionInclusionInclusion � 뉴욕 소재 핵심 산업 참가자 그룹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regional regional regional regional initiativesinitiativesinitiativesinitiatives � ex)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지역에 있는 FinScope 연구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donor donor donor donor organisationsorganisationsorganisationsorganisations � ex) the Gates Foundation

나라마다 배경이 다르므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노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니카라구아의 경우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재
산권의 등록에서부터 자산의 이전, 투자, 저축, 대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결여된 부분을 거의 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가
능한 것이 기존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제도적 규제적 측면이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설치
나 유지비용상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신용공여에 앞서 저축습관이 중요하다. 토지
소유권이 일부에게 귀속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일정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곳은 더욱 큰 어
려움에 봉착한다. 개별적 대출규모가 워낙 적어 일정규모미만의 투자만 가능하고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의 확충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결국 금융적 포용은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모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적 포용을 위해 적용 가능한 핀테크는 지불결제, 송금, 투자관련 펀딩 등
으로 기존인프라로는 비용문제로 인해 P2P 모바일결제, 국경 간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
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블록체인기반을 통해 중간
업자들의 불필요한 개입과 투명하지 않은 관행을 극복하고 직접 수혜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
는 이점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이 과도하게 기존의 중
간 고리를 와해시킬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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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참여하는 구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사회적 마찰요인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와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요소가 정착되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미 기업의 경우 디지털 접근성은 상당한 경쟁력 확보와 
과거에서 미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Barclays 2015).
    성공적인 핀테크 적용사례의 공통점은 고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신용공여의 새로운 방식이나 채널로서의 기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일단 금융이 실물활동과 연결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부터 접근
해야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쉽게 돈버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핀테크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적인 보호대상과 시장논리의 적용대상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도덕적 해이도 관리될 수 있다. 초기의 열악성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적 노력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근로의욕이나 기회에 대한 연결고리 없는 지원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그 연결
고리의 역할은 핀테크로서 상당부분 접근 가능하다. 비용 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업차원의 다양한 참여를 플랫폼차원에서 이끌어 낼 수 있어 
같이 들어갈 경우 예상치 않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를 사전에 파
악하기는 어렵다. 롱테일 전략의 효과를 위해 10년 넘는 준비가 필요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의 
먹거리는 상당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참을성 있는 자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 대상국의 포용적 금융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포용적 금융을 가능케 하는 사전 토대구축의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다.

3.2. 대체 플랫폼으로서의 핀테크

   한편 핀테크의 핵심혁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포용의 제고방안은 실험적 차원에서 이
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중간업자나 기능 없이 누구나 직접 스마트계약을 통해 금융서비
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Ethereum 기반
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은 이미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상당한 반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한 대표적 적용사례는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블록체인위에서 기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BitPagos는 비트코인을 통해 은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자금을 공여할 수 있게 한다. 초기에 비트코인을 통해 지불하고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또는 현
지화폐를 통해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지갑 Ripio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아르헨
티나에서 신용카드 지불을 비트코인으로 변환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itPay는 상인들이 
하루 동안 매출대금을 현지통화로 전환시키는 비트코인 지불처리를 대행하게 된다. BitPagos
는 Ripio Credit을 통해 사용자들이 현지화폐의 할부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는데 절차는 
매우 간단하여 일단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셀피를 통한 인증 후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과정
을 밟게 된다. 이들은 일종의 평판시스템을 통해 은행 없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을 허용하는 것
으로 해석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기존 방식에 비해 처리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용자들
의 편의제고에 유용하다. 비트코인을 통한 지불의 경우 10% 할인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경 간 송금이외에도 민간과 정부기업들의 임금지불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할 경우 계좌보
급과 금융포용을 위해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법정화폐인 현금이 금융배제의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채널과 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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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으로의 편입, 또는 기존시스템의 발전 전 
개선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채널의 보급은 최선의 선택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 핀테크의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Rootcoins and sidechains도 빠르게 커나가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주요 움직임이
다. 루트스톡의 스마트계약은 비트코인주소의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는데 이후 루트코인으로 변
환되어 그쪽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구조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비트코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이드체인에서 돌아가는 루트코인을 활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은 
금융적 포용을 위해 rootstock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루트코인은 보안과 투명성을 자
랑하는 비트코인과 Ethereum의 결합서비스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드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적 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드로 표시되는 스마트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여러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제 스
마트계약 플랫폼의 구축자체가 경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5) 예로 Private chains, 
or "Legacy 2.0"으로 불리는 permission-based blockchains은 internal database, a 
shared database among many entities를 뜻하지만 원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같이 외부
에 대한 투명성, 중립성이나 보안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술적인 대안은 
우후준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실질적 대안이 출현한다고 해도 생태계의 관리자역할은 공적 기구의 존재
이유이다. 양극단의 대안보다 절충적 진화가 소비자 및 고객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려면 
민간부문의 공감대형성자체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금융의 역할제고는 이러
한 신뢰토대위에서만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핀테크의 모바일 머니나 모바일 지급결제와는 별도로 대체 플랫폼으로서의 블
록체인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사기, 사고, 오류, 등기 및 권리이전 등 제반문제에 대한 신
회할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적어도 포용적 금융과정상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욱이 unbank가 포용적 금융의 제한을 뜻하던 과거와는 달리 중개기능이나 
중개업자들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어 포용적 금융의 모습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수가 유지하는 공동의 원장에 기록을 공유하게 되어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로 초래되는 상당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급채널의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복잡한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과연 이러한 잠재력을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모두의 신뢰토대가 구축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5) Crypto roots Rootstock개념은 sidechain기술을 활용하여 Ethereum compatible virtual 
machine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Merged mining은 마이너들이 다른 블록체인의 블록을 만들기 위
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hashing power를 뜻한다. Gavin Wood(CTO, 
Ethereum)는 Ethereum을 sidechain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혔
다. 사이드체인으로 마이너들을 유인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부당한 블록과 
그렇지 않은 블록을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사이드체인의 경우 주체인에서 마이닝을 주도하여 사이드 
체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조작할 위험이 있다. 많은 마이너들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
른 체인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사이트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
트계약의 수행으로 비트코인을 보다 가치 있게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적 블록체인의 거래처리능
력이 훨씬 좋으나 이는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Rootstock's Virtual Machine은  JIT 
(just-in-time) compiling 계약실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DApps (Distributed Apps)과 
연결가능하다. 블록은 매 20초마다 인증되기 때문에 통상 10분 걸리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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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용적 금융을 위한 핀테크 활용

     독자적인 민간들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정책지원 대신 가급적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키워가
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과 같이 외부성이 큰 분야의 경우 규제의 틀 안에서 실험적으로 운영
해보거나 규제의 틀 자체를 변경시키는 실험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특구발전전략 또는 
sandbox식의 실험). 기본적으로 와해성 기술요인의 대두로 인해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
피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만 제시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즉, 공동체 단위의 장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며 거대한 장터를 만들어가려면 개방과 협업의 자세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굳이 우리나라
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은 없다. 단편적 기능위주의 핀테크 관련 성과는 시작일 뿐이
다. 무엇이 어떻게 발전될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부딪혀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seed)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전략이다. 즉, 처음부터 
세계를 대상으로 거대장터를 가꾼다는 계획아래 움직여야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
다. 포용적 금융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지 기존고객들을 
새로운 디지털 포장(digital layer)으로 재포획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포
용적 금융의 모습을 기대하려면 금융측면보다는 실물과의 연관을 이끌어내는 기능으로서의 금
융이 평가되고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종 서민금융대책이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는 측면이 부각된
다. 정책목표 하에서 실행되는 노력이 수혜자들의 자발적이고 다각도의 연관으로 이어지는 것
을 당연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직적 전달체계 하에서는 인센티브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주
변을 중시할 유인이 없어진다. 주변을 쳐다보기보다 신용공여의 주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을 달리해도 결국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소위 연관을 
가능케 하는 시드머니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금융 외에도 소위 플랫폼 차원의 제반 요소
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변여건의 조성은 자발적 참여와 연관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상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칸막이식 정책수행 
방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과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이 의식개발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핵심은 연관이 이루
어지는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간들이 
공히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 나서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구현되는 해결노력이나 
방식이 시대적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지배구조 하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여
전히 지배적이고 포용제고 노력의 대상들은 자체적인 시각이나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미
진한 것이 현실이다. 역설적인 측면이 있지만 포용적 금융의 근본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측면만 강조될 경우 이후의 포괄적 노력과 병행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좁혀지
게 된다. 다양한 연관을 엮어내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금융측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보다 지
속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감독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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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포용을 위한 핀테크의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감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자칫 
포용적 금융이 초기의 신용공여에 안주하거나 사후적인 포괄적인 서비스와 병행되지 못하여 
경제활동에 접목되지 못한다면 고객과 소비자들을 과잉부채로 얽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의 지킴이 역할은 공적
기구인 감독당국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 요인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적 타당성 판
단이 어렵더라도 신용공여 과정이라든가 사후적 관리문제에 대한 분야는 직접적 감독대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일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고 그들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소액계좌나 거래관련 하여 저소득
고객에게는 KYC(Know Your Customer)나 전자계좌의 경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에 관한 기준설정이나 적용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금의 
수취나 신용공여 업무의 경우 공히 감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특정기술이 상호 운영
성(interoperability)을 저해하는 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변화무쌍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요인에 연동된 감독지침은 안전성을 지켜주는 혜택이상으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기술요인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level playing 
field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종 감독관련 요구사항으로 인해 금융포용노력이 저
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차원에서 CGD(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는 디지털 지불관련 규제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조율한 바 있다. 결과적으
로 규제감독관련 서비스의 질이 핀테크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한편 핀테크 관련 기술요인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다루어온 감독
이나 정책적 배려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누가 어떻게 담
당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래의 금융감독 서비스는 보다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사안들의 생태계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새로운 서비스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금융감독 서비스의 재탄생이 절실하다. 당국이 만들어
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같이 만들어가는 환경이므로 과정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욱이 이미 지적한바 대로 접근성의 제고와 금융포용
은 좀 더 신중한 고찰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에는 금융접근성에 초점을 맞추
어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으나 수년간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금
융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금융접근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즉, 금융의 제반 문제는 신용공여를 넘어선 포괄적인 서
비스가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전술한 바와같이 Banerjee et.al (2015),  Banerjee and 
Duflo (2012) 등의 연구결과들은 금융접근성의 제고와 더불어 포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비
로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고용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금융의 모습이 관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의 감독은 법규정 위반차원의 위험추구 행위보다 결정을 지연
시키거나 조직의 개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행태와 같이 파악되지 않는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경제생태계의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기득권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생태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금융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며 단순한 자금을 공급하는 차원의 상업적 기준이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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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포함한 생태계적 차원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지불결제 뿐만 아니라 개인들
을 다양하게 연결시켜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핀테크는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구축되고 있는 다수의 노동력을 다시금 참여시키는 데 있어 금융서비스와 결합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늦어졌지만 금융의 선순환 기능이 마비되고 양극화의 
심화로 공동체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는 여건 하에서 포용적 금융은 보다 큰 틀 
안에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조정의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과거의 금융관행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새로운 연관을 만들어
가는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은 핀테크를 수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즉, 이제 보다 큰 틀에서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드러난 양극화나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소수독점의 폐해에 대한 건설적 대안차원의 고민이 구체화될 때이다. 핀테크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프로세스상의 위험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하
고 보다 명확한 비용과 위험감수를 통한 효율적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끌어안기를 넘어서 기존 금융의 본질적 변
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 시사점과 결론

    포용적 금융은 과거 그들만의 금융 과 달리 사회적 연계성을 고려한 보다 책임 있는 금
융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의 접근성에만 치중하여 또 다른 
수익창출의 기회로서 지평을 넓히는 데에만 주력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나 금
전적 정직성과 건전성과 같은 덕목은 장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과거 그림자 금융의 출
현과 발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광범위한 고통으로 확산된 것을 보면 기초적 정비 없
는 금융의 영역 확대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제도
권과 비제도권 금융의 이분화가 지속될 경우에도 규제차익과 와해성 핀테크 기술의 출현으로 
혼란상태가 지속될 위험도 간과하기 어렵다. 과거 Active-X체제 기반 공인인증서 환경에서와 
같이 주어진 틀 안에서의 안정노력으로 인해 보호받을 대상이 오히려 추후 더 큰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다소 역설적이고 도전적이지만 금융의 선
순환 기능이 마비되고 양극화의 심화로 공동체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는 여건 하
에서 금융은 보다 큰 틀 안에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연결을 끊어버리는 과거의 금융관행
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새롭게 포용하고 다양한 연관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은 핀테크를 수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즉, 이제 보다 큰 틀에서 자
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드러난 양극화나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소수독점의 폐해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우선적 
수단으로 핀테크의 활용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ICT 네트워크위에서 핀테크 서비스가 맞물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포용성 의 의
미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참여적 연관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뜻하게 
된다. 과거처럼 단순히 서비스 수혜 또는 지원 대상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보다 좋은 서비스
를 한편으로는 사용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자와 공급자로서 같이 만들어 가는 다면적 역
할의 수행 주체로서 참여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 즉,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중심의 대



- 23 -

안을 모색하되 가급적 각자가 처한 기존체제와의 조화를 통해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다. 현재의 문제가 체제적 한계에 기인한다면 뿌리부터 개혁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의 다양한 가능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
히 있는 만큼 전체를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개방형 지배구조의 형성이 시급
하다. 더 이상 절대군주의 판단으로 조율되기 어려울 만큼 세상은 복잡해졌다. 즉, 이러한 전
반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thereum Blockchain기반위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산시스템의 특징(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까
지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것이 지도층의 과제이다. 우리도 핀테크를 활
용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생태계에서 미비 되었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금융접근성이 포용적 
금융,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마이크
로 크레딧을 전달하는 차원의 역할을 넘어선 포괄적 연결고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작금의 기
술환경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여건 하에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기존 참여자들 외에도 새로운 
참여자들의 대거 참여 및 영입 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연관은 과거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핀테크와 같이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려면 법이나 규제체계의 
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이 주도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기술의존적 감독기준이나 규제조항을 새로 마련하기도 어렵다. 일정기간의 사회적 실험기간이 
필요하며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최종판단이 반영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감독규제관
련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에 나서야 한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적 계약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슈들은 법
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 가능할 것이다. 반면 자기분야의 것만 보고 발전을 추구한다면 지속가
능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사회전체가 바라는 방
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분산적 자율체제로의 발전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양극단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 그리고 조율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포용적 금융
의 역할은 이러한 큰 구도 하에서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별차원의 독자적인 역할로 전
체를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다만 이러한 금융측면의 시도가 보다 포괄
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로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성장 토대가 확대될 수 있도
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목표를 위해 핀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
한 요소가 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 간의 적극적 파트너십,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감독 서비스와 법체계라는 점을 주목한다. 각자의 환경이 다
르지만 단지 금융의 접근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연관된 다양한 자립기반 구축요소들을 끌
어들인다는 점에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관건은 금융의 포
용적 역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술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적극 주도적으
로 활용할 주체는 은행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과 규제차원의 틀이 
보다 복합적인 가치생성 과정을 인정하면서 기술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요소
로서 블록체인의 출현이 가장 혁신적인 발전으로 강조되고 있고, 둘째 요소로서는 금융서비스
의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은행들이 새롭게 진화하는 것이 신규참여자들을 별도로 수
용할만한 근본적인 법체계의 개혁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용이 덜 드는 선택이라는 점과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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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라도 감독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을 경우 고객의 편의성 이면에 숨은 안정성 위협
요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체제는 기술요인에 특화된 것이라기보다
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핀테크
의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향유하려면 확실한 신뢰주체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법과 규제, 개방적 리더십은 제거나 회피대상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새롭게 진화되어야 하는 
신뢰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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