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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지난 10 년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신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 한가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기능을 보자:
2006

지도를 인쇄한 후 출발
MapQuest를 이용하여 A 지점에서 B지점까지
경로를 미리 인쇄

2007

개인 GPS
차량 안에 장비가 있어 길을 잃거나 생각이
바뀌면, 차를 멈추고 새로운 목표지점 입력

2009

모바일 GPS
장비 휴대가 가능하고 길을 잃어도 장비가
자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시

2012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경로 안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경로를 재설정

2015

편리한 콜 서비스
앱 조작만으로 원하는 곳에 차량이 와서 목표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기능 도입

현재

무인 자동차
보고서를 읽고 있는 동안에 목적지 도착

만약 2006년으로 돌아가서 아래의 두가지 중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1. 편안한 미래를 위한 노후 설계와 이를 위한 일상적인
재테크 자문
2. 무인 자동차
위의 두가지 중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재테크가 무인 자동차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재테크용 구글맵”이 등장한다면, 그 제공 주체가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테크 기업, 또는 JPMorgan Chase,
BBVA, MetLife와 같은 금융기관 등 누가 되던지 관계없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산업이 거의 붕괴직전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과거에는 금융산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던
몇몇 거대 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사로 성장하였다 . 더 정확히 말하면 , 금융기관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규제를
받기 싫어하는 그들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금융산업으로의
침투를 자제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변화 트렌드를 놓친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종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현재의
모멘텀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 테크 기업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 금융산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금융산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혁신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본연의 중개기능이 위협받거나 기업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 가치 이동이 기존의 금융기관과는
무관하게 펼쳐지는 상황을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니엘과 쉘리 부부는 두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패트리시아는 싱글맘으로서 딸의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추구하고 싶어한다. 폴은 가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 보통 사람들은 가치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즉,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고민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현재 가용한 서비스와 고객의 기대수준 간
격차, 즉 고객가치 갭 (Gap)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아직 누가
그 갭을 해소할지, 그에 따른 성과를 가져갈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객가치 갭을 이해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갭 해소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번 올리버와이만 보고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은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Ted Moynihan
올리버와이만 금융부문
글로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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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쉘리 부부와 자녀
이 보고서는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스트레스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루고 있다.
보통 사람들중에서도 하나의 고객군인 매스 마켓 (Mass Market, 중산층)에 집중하고자 한다. 북미/유럽의 일반
소비자의 약 60-85%가 매스 마켓 고객에 해당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일반인들이
동일시하기 쉬운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서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의 가족 (보고서 목적 상 만들어
낸 가공 인물)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고객가치 갭 이 무엇이고, 잠재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매스 마켓은 투자가능 자산 10만 달러 미만의 가계를 말하며 (미국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전문가들의 보편적 정의를 준용),
투자가능 자산 10만 ~100만 달러의 가계인 Mass Affluent 세그먼트는 제외하였다.

수/그렉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여행도 하면서 느긋한
생활을 하고 싶다

다니엘, 47세
리테일 매장 매니저 |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
“우리는 부모세대보다 풍요로웠다,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까?”

스포츠용품 샵을 운영하고, 와이프 쉘리는
중학교 교사로 자녀는 2명이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노스 캐롤라이나에 계속 살고
싶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다

쉘리, 44세
투자가능자산:
6만 달러

교사, 교회 자원봉사자
다니엘의 부인, 수/그렉의 엄마
“잘 살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수, 15세
딸
고등학생
“장래에는 변호사,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렉, 14세
아들
고등학생
“게임하러 가야 돼”

다른 사람들, 다른
니즈,
다른 솔루션
본 보고서에서는 매스 마켓 고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핵심 메시지와
접근방법은 금융산업 모든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타 산업에도 적용 가능).
고객이 존재하는 한 항상 고객가치 갭이 발생하고, 갭 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솔루션이 등장한다. 부유한 개인고객,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이러한 마켓
트렌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싱글맘이 되면서 학교를
중퇴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알바 생활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내 꿈인 간호사가
되고 싶다

패트리시아, 22세
오피스 매니저 | 영국, 런던
투자가능 자산: 3만 달러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을까?”

젠, 45세

가능하면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 지난 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했다

바이오메디컬 장비 제조사 설립자 겸
사장 | 홍콩
투자가능 자산: 550만 달러

나에게 맞는 옵션을 제시하여
나의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2-3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이어 받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잡화점들이 많아지면서
비즈니스가 어렵다

물려받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지만 역량이 부족하다

“평생을 일만 해왔다. 이제는
즐기며 살고 싶다”

폴, 37세
잡화점 오너 | 미국, 미시건 주
투자가능 자산: 12만 달러
“경쟁력 개선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1. 도입
막연한 불안감
금융산업에 있어 2017년은 비교적 양호한 한 해 였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우리가 만나 본 많은
임원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우위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향후에는 어디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지 불확실하고, 새로이 창출되는 고객가치는
금융산업이 아닌 타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1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으로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금융산업으로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한 해 였다. 규제강화 조치는 대부분 소화가
되었고 긍정적 성장전망, 높아진 기업가치, 인상 기조로
돌아선 금리 추세 등 산업 환경은 양호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우리가 만나 본 은행 , 보험사 경영진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대부분 지난 3-5년 동안 비즈니스
성과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특히 , 대외환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하지만 이를 능가하는 더 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가치창출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3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빅테크 성장률 및 금융산업의 과거 성장률 대비
현재의 성장률 수준이 너무 낮다.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였다. 반면에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 효율성 개선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외형성장면에서는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점점 고객의
관심, 궁극적으로 고객의 지갑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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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 보험사의 성장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토대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 금융기관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해 왔던 전통적 가치창출의 원천 대부분이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원래의 규모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 자체는 가능한지 조차 불확실하다. 타격이 큰 부분인
수신의 경우 무위험 수익률,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과거
대비 훨씬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DP 대비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했던 요소들도 예외없이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식/채권 발행, 부동산 가격, 그 외 다수의 마켓/
산업 요소 등).

3.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 버틸 여유는 없다.
경쟁사와 핀테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빅테크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금융 생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았고, 설사 전면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제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이미 규제의 큰 산을 넘어섰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의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산업이 고객가치 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트렌드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선도기관들의 사례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주로 거대 테크 기업들의 사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빅테크 (Big Tech)”란 시가총액 기준 상위 Top 10 소비자 브랜드를 지칭함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Priceline,
삼성, 텐센트).

6

그림 1.1: 막연한 불안감

성장률 격차
주주가치 규모 및 성장률 (글로벌 상위 기업 기준)
평균 시가 총액, 십억 달러 (2017.8.30)
600

3년 평균 시가총액 성장률

500

27%

빅 테크

400
300
200

6%

Top 10
금융기관

12%

Top 10 리테일

100
0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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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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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역사가 오래된 금융기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50여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은 다양한
부침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테크놀로지/리테일 기업들과 비교시
성장률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Top 10 빅 테크 기업들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Priceline,
삼성, 텐센트)은 금융기관 평균
시가총액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를 단
1/5 기간에 달성하였다.

평균 기업 연혁 (년)
주: “Top 10 리테일”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소비자 기업으로 구성 (알리바바/아마존은 “빅테크”에 포함되므로 제외).“
Top10 금융기관”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은행/보험사로 구성. 3년 평균 시가총액 성장률은 2013년말 - 2017년 2분기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Oliver Wyman 분석

전통적 수익원 기반의 악화
은행 총매출 대비 “무위험” 수신 이익 비중 (%)
미국
기타

80%
60%
40%
20%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신용/금리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수신 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대체 수익원의 모색 및 수신기반
보유/미보유 기업간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보험부문에서도
유사한 전통적 수익원의 가치 이탈이
관측되고 있다

0%
1980

1990

2000

2010

주: 수신이익 비중 %은 수신 순이자수입 (수수료 제외)을 지급이자/대손충당을 제외한 총 매출로 나눈 것임. “기타”는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자료: S&P Market Intelligen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요국가 중앙은행, Oliver Wyman 분석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 버틸 여유는 없다
신뢰/보안 설문조사 결과
아래의 문장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비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뢰
기업은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39%

51%

보안
기업은 나의 개인정보 및
위탁자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46%

64%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약 4천여 Mass
Market/Mass Affluent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들은 최근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테일/테크놀로지 기업보다 금융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기존의 몇몇 설문조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며, 금융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신뢰”는 여전히 타
산업 대비 금융산업이 보유한 강력한
자산임을 보여준다.

자료: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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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테크
혁신기업이 주는 교훈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 속 점유율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들의 성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미래의 경쟁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0 년 동안 혁신기업들이 달성한 업적은 가히
놀랄만하다. 넷플릭스는 2007년 평범한 수준의 사업모델과
유통망을 보유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중견기업이었으나
10 년이 흐른 지금은 광범위한 회원 기반을 활용하여
디지털 유통 및 오리지널 컨텐츠 비즈니스를 보유한 800억
달러 규모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아마존은 2006년
130억 달러 규모에서 현재 무려 5,700억 달러의 거대기업이
되었다 . 이들 기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업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은 당연하지만 , 본
보고서의 목적상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 금융산업에 무슨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빅 테크를 포함한 성공적인
혁신기업들을 보면 다음의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고객의 Big Problem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교두보”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였다.
아마존의 경우 , 책을 교두보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반 잡화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Whole Foods를 14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DVD 렌탈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 세계 수백만
가입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고객 Insight를
바탕으로 자체 오리지널 TV 프로그램 및 영화제작까지
진출하였다 . 이들은 하나같이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교두보 솔루션 개발에 매달린 것이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었다.
둘째 , 이들은 모두 액티브 솔루션 2을 만들었다 . 액티브
솔루션이란 최적의 경험과 기능을 하나의 통합체로서
구축하고 개선해가는 솔루션으로서 ,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맞물려서 함께 발전해간다.
2
3

고객의 시각에서 보면 액티브 솔루션은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동 (Activate) 시키고 가끔씩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고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은 단지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고객중심 마인드를 가진 파트너들로 구성된
생태계로부터 조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객 경험과
솔루션을 구성하는 상품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고객가치 프레임워크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림 2.1 참조). 경험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가격, 가용성 및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양질의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고 ,
반대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은 살아 남을 수 없다.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 이들은 계속적인 플라이휠 3 모멘텀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솔루션을 개선한다.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 할수록 , 그 솔루션으로의 고객
트래픽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시켜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연관성을 강화시킨다. 즉,
양질의 고객 경험은 고객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고, Share of wallet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객 모멘텀이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이 2가지가 합해지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함)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의 약자)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면서
인재확보 문제가 해결된다. 빠르게 성장하는 다양한 인력은
성장 마인드 및 끈끈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 이는
비지니스를 계속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플라이휠의 회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액티브 솔루션 (Active solutions): (a) 경험과 기능의 연계, (b) 고객 니즈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 진화, (c) 생태계 파트너를 통한 컴포넌트 소싱의 3가지 요건을
충족 시키는 솔루션 (섹션 4 에서 상세 설명)
플라이 휠 (Flywheel): 자동차 기계장치로서 동력없이 관성만으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휠을 돌리려면 처음에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를 얻으면 스스로 돌아가며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연료공급 없이도 엔진을 움직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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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OLIVER WYMAN 고객 가치 프레임워크 및 설문조사 결과
고객가치 프레임워크
VALUE BOX 개념
대인관계적

감성적

고객으로서 대접받는
느낌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움
목적
자유
웰빙

신뢰
인정 (Recognition)
인간미

감각적

사회적

기분이 좋음

외부 커뮤니티와 연결

끌림 (Magnetism)
즐거움
편리함

차별화
외부와 소통
소속감

기능적
기본적 니즈 충족
금전적 조건
접근성
안정성
성과
보안

고객가치 프레임워크는 고객이
상품/서비스로부터 받는 가치를
결정하는 “Driver”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학계, 산업 및
올리버와이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Driver
카테고리를 정의함:

기능적 가치는...
...상품/서비스로부터 기대하는 기본적
효익 (Utility) 을 포함하며 이는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됨

경험적 가치는...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
경험으로 정의되며, 4가지 영역으로
세분화 될 수 있고 (감각적, 대인관계적,
감성적, 사회적), 각각은 다시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됨

높은 기능적/경험적 가치를 제공한 기업일수록 BONDING 스코어가 높게 나타남
가치충족 수준별 bonding 스코어
100
80
60
40

Bonding 스코어는 응답자가 기업을 얼마나 좋아
하는지를 나타냄
가치충족 수준은 기업이 제공한 기능적/경험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정량화

20
0
-20
-40
-80
-100
기능적 가치

or

or

경험적 가치
주: Bonding 스코어/가치충족 수준 정량화 세부내용은 보고서 끝 부분의 “방법론” 섹션 참조
자료: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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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교사다.
고객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은
우리에게 종교적 신념과 같다.”
WERNER VOGELS
아마존 CTO

그러면, 아마존의 예를 통해 이 3가지 포인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상세히 보도록 하자.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테크놀로지 혁신은 그 어떤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 일반적으로 기업이 먼저
신기술을 채택하고 이어서 대중들이 그 뒤를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다는 통념을 뒤집었다 (11 페이지 “2007-2017:
파격적 기술혁신 및 확산의 10년” 참조).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끊임없이 편의성을 추구하고, 정체된
소득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 아마존이 중산층의 구매 편의성 및 고객의
비용절감을 위해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객들이 “원클릭” 서비스에 가입하고 아마존에서 더
많은 구매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존에서의 고객 경험은 알렉사 (Alexa, 아마존 인공지능
서비스 ) 와의 대화형 Interaction 이 도입되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고객이 직접 모바일 웹과 인터넷에서 메뉴를
열어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알렉사에게 말로
시키는 것이 훨씬 편하고 더 재미있게 된다 . 고객들이
알렉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알렉사는 더 많은 고객의 사용 패턴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고객에게 먼저 새로운 구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이 이렇게 광범위한 고객군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개별 가계 고객의 구매패턴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고객중심으로의 전략방향 전환
및 복잡해지는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데이터 확보 및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아마존을 비롯한
Data/Analytics 영역의 선도적 기업들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자기들만의 디지털 규모의 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놓았다. 마치 대규모 지점망을 보유한
큰 은행이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듯이, 더 많은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더 큰 고객 편의성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자산은 관리가 복잡하고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디지털
자산은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유연한 분리와 조합이
가능하다. 아마존이 단 기간 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n번째 고객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n+1 번째 고객에게 즉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닌, 고객의 문제 해결과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강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구매패턴을 파악하고, 분야별 최고의 업체들로부터
핵심 컴포넌트를 취사선택하여 조달 한 뒤, 고객이 자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컴포넌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Activation
방식을 단순화 및 개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즉 , 더
많은 기능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오퍼레이션과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한 경쟁우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이를 “플라이휠 효과”라고 부른다 (그림 2.2
참조), 이 때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즉, 데이터, 알고리즘, 고객중심 프로세스, 종업원
(“Test & learn” 방식으로 근무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함께 상호작동하는 것이다. 각 컴포넌트별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이와
병행하여 고객 마인드 점유율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 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쟁
기반이 상품에서 솔루션으로, 상품 판매에서 문제 해결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디지털화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중개
기능은 디지털 미디어 및 디바이스가 담당하고, 문제 해결
자체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이 처리한다. 고객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능적/경험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더욱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금융산업에 적용해 보면 그 격차는
놀라울 정도이다.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사들은 아직도
상품 및 기능별 Silo (조직간 단절 ) 문제를 안고 있고 ,
상품의 제조와 유통은 여전히 금융기관 사업모델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별개의 컴포넌트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고객 경험의 개선을 위해 옴니 채널을
도입하는 등 한 걸음씩 진전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상품은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소위 “고객 Bonding” 수준을 보면,
테크놀로지/리테일 기업과 비교 시 금융기관은 매우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나마 한가지 긍정적 요소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기회가 많이 남아
있고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막 게임이 시작했다는
점이다. 강력한 액티브 솔루션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는 고객의 니즈는 산적해 있다. 특히
새로운 솔루션을 기다리는 Big Problem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매스 마켓 세그먼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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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7:

파격적 기술혁신 및 확산의 10년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툴과 테크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고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감이 없지
않다 . 실제로 클라우드 기술의 사례를 보자 . 2010 년
“클라우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으로서, 서비스
제공 기업도 많지 않았고 (Salesforce.com, Amazon
Web Services: AWS, Rackspace. Microsoft 등 ),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았다.
마이크로 소프트만 하더라도 2010년에는 거의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존재였으나 , 2018 년에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zure 의 매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아마존 AWS의 경우에는 120억 달러 규모까지
클라우드 비즈니스 규모를 성장시켰다. 언론에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기업의 약 36%는 이미 IT 오퍼레이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하였고, 93%는 향후
거래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경우 2010년 평균가격은 약 440
달러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 따라서 노키아와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하지만 ,
2016 년 기준으로 약 15 억개의 iOS 및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판매되었고, 가장 초기 형태의 스마트폰 가격도
대폭 하락하면서 200달러 미만의 소위 “피처폰” 이라고
불리우는 상품 카테고리 전체가 궤멸될 위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3이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모바일 앱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혁신은 이 두가지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굳이 이 두가지를 사례로 든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이전과 모바일 앱 중심의 고객 경험으로
인해 파격적인 데이터 혁명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앱은
사람들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되며, 이 데이터는
다시 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은 금융산업의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전달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
즉, 고객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고객을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툴이 가장
중요하다 .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솔루션을 개발한다. 그 결과 고객에 의한 솔루션 사용이
증가하고 다시 솔루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존재한 장벽이 10여 년의 기술발전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자료: 마이크로 소프트 및 아마존 기업 보고서, Gartner Survey Analysis: Once in the Cloud, Where Does Finance IT Go?, Van Decker, Iervolino,

8/16/2017, Gartner, Market Share: Final PCs, Ultramobiles and Mobile Phones, All Countries, 4Q16, 2/14/2017, GfK (via Statista),
Oliver Wym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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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객가치 및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
“플라이휠 (FLYWHEEL) 효과”
액티브 솔루션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함

신규고객은 더 많은 매출과
정보를 창출하고, 이는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생시켜 더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

매출, 정보 및 인재의 증가는
더 풍부한 솔루션을 창출하고,
더 광범위한 고객 니즈를 커버함

개선된 액티브 솔루션은 연관된
니즈를 가진 고객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제공하는 강력한
기업으로 이어짐

“내가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

“내가 원하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자료: Oliver Wyman

그림 2.3: 산업간 본딩 (BONDING) 수준 비교
상위 기업1 및 산업평균 본딩 스코어
금융산업 VS. 비 금융산업²

상위 비 금융기관
상위 금융기관

모든 비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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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딩 스코어
1 금융/비 금융 상위 기업들은 각 국가별 상위 3개사의 가중평균
2 비 금융산업은 모든 테크/리테일 기업, 금융산업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본딩 스코어 평균 산출
자료: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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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비즈니스 모델 (공개정보 기준)
협력 혹은 경쟁 모델

설명 및 주요 영역

대표적 사례

이종산업간 협력

은행/보험사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테크놀로지 기업에 제공

•• 은행의 POS 펀딩 서비스

•• 고객의 구매 시점에서 (Point of sale: POS) 파이낸싱
•• 채널 파트너쉽

“모듈화” 서비스 공급

•• 신용정보 서비스

테크기업들이 전통적 금융기관에게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

••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

•• 데이터

•• 금융 마켓플레이스/

•• 테크놀로지

Aggregator

•• 채널/고객 액세스
경쟁
(밸류체인 특정 영역)

테크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통적 금융 서비스 제공

•• 아마존 대출상품

•• 고객의 구매 시점에서 (Point of sale: POS)
파이낸싱

•• 페이팔
•• 애플/구글 페이

•• 고객의 구매를 위한 결제 처리
경쟁

(특정 고객 세그먼트,
보통 규제가 약한 영역)

테크기업들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커버하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단, 규제가 심한 영역은 제외)

•• 알리바바
•• 텐센트

•• 규제가 약한 일부 대출상품
•• 자산관리/보험상품의 유통 (규제 허용범위 안에서)
•• 자체적으로 제조가 어려운 상품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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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BIG PROBLEM 에 집중하라
매스 마켓 문제
금융산업의 고객가치 Gap을 이해하기 위해 매스마켓 세그먼트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매스마켓 세그먼트의 재무상태는 대부분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 대한 금융산업의
서비스 수준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두운 전망, 많아진 선택지, 하지만 의지할
곳은 감소.
우리는 메가 트렌드가 매스마켓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해 사회적 변화 , 고객행동 , 테크놀로지 카테고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석을 수행하였다 . 세부적으로 ,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의 약 4천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디지털 포커스 그룹, 모바일 행동관찰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먼저, 실질소득 성장,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상승이 모두 낮아 향후 자산증식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시화 및 이민증가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되었다. 즉, 교육, 해외이민, 직업선택, 투자대상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물품 / 서비스 구매 , 나아가 일요일
오후를 보내기 위한 옵션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선택지가
많아졌다. 셋째, 달라진 환경하에서 일반 중산층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는 감소하였다. 가족구조 및 지역사회 구조가

그림 3.1: 중위 (MEDIAN) 가계 기준 글로벌 실질소득 성장 추이
CAGR
미국
영국

저 성장
0.4%

고 성장

無 성장
-0.1%

1.3%
1.8%

2.7%

0.6%
3.2%

1

0.2%

EU

0.4%

프랑스

1.3%

호주

1966

1976

1986

-1.1%

1.7%

1996

5.6%

0.5%

2006

2016

2008
글로벌 금융위기
1 1995-2001년은 EU 15개국/2005-2016년은 EU 25개국 기준. 2002-2004년 데이터는 없음. EU 종합 수치는 소비자 가격지수 평균치를 통해 2015년
가격으로 하향조정
자료: US Census Bureau,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urosta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Oliver Wyma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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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고, SNS, TV 리얼리티 쇼는 빈약한
대체재에 불과하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실 얼핏
보아도, 중산층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악화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매스마켓 고객, 즉 중산층의 자산관리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1989년부터
실시된 미국 정부의 일반 소비자 재무상태 설문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
실질소득 증가율은 정체상태이고 개인 순자산도 마찬
가지이다. 반면에 주요 리스크 지표, 즉,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40% 에서 60% 로 늘어났고 , 순자산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주택/자동차만 일부 가치가 상승하여 전체적인
순자산 감소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림 3.2).

전통적으로 금융상품은 주요변수가 명확한 상태를
상정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상품은 부의 저장,
저축, 대출, 보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상품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었던 반면 재테크 상담에 대한 니즈는 많지
않았다 . 그러나 , 환경이 변하면서 , 금융상품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두운 전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요한다 . 하지만 우리는 본 보고서의 목적상
환경변화가 금융상품의 효과성 및 고객에의 유용성에

저장기능의 경우 디지털화에 따라 모든 은행이 보편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축은 실금리 기준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동차/주택과 같이 자체로서 가치가

그림 3.2: 미국 매스마켓 재무상태의 악화1
자산항목별 평균 순자산 추이
2016 VS.1989 (2016 US$ 기준)
Total

주택2

기타

자동차3

$3,500

$1,700

-$5,500
자산

부채

순 자산

자산

부채

순 자산

자산

부채

순 자산

자산

부채

1989

$59 K

$25 K

$34 K

2016

$80 K

$45 K

$34 K

순 자산

$33 K

$15 K

$18 K

$10 K

$5 K

$5 K

$16 K

$5 K

$11 K

$45 K

$25 K

$20 K

$14 K

$6 K

$8 K

$21 K

$15 K

$6 K

1 매스마켓 Segmentation 및 미 연방정부 Survey of Consumer Finance 설문조사 분석내용은, 보고서 끝 부분의 “방법론” 섹션 참조
2 부동산 관련 부채 (모기지, 주택담보 대출, 기타 주택관련 부채) 및 자산 (자택, 기타 주거용 부동산) 포함
3 오토론 및 차량 잔존가치 포함
자료: U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by The Federal Reserve, Oliver Wyma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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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대형자산의 구매목적으로 사용
되었다. 고객들은 장기상환 여력이 충분했으나, 이제는
안정적 시장환경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단기자금 수요 및
장기적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투기성 대출에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해외이민 목적의
대출이나 이 두가지 모두 장기적 투자 수익률은 명확하지
않다).

그림 3.3: 고객 가치 교환

오늘날 “고객가치”라는 용어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의미는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주주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과연 이러한 접근방법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가치교환 방정식의 정 반대 입장, 즉
고객이 가져가는 가치를 정량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 솔루션은 고객들에게 얼마나 가치를
제공하는가? 시간흐름에 따라 이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켓에서 가용한 다른 솔루션 대비 경쟁력이 있는가?
가치교환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의 주주가치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가?

CASE STUDY

미국 매스마켓 고객과 금융기관간 가치교환 변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액
평균 금액 (2016 US$ 기준)

고객이 금융기관에게 지불하는 금액
평균 금액 (2016 US$ 기준)

1989

$540

2016

$40

1989

$6.8 K

2016

$6.7 K

자본이익
이자/배당
• 주로 금리하락에 의해 감소
• 그 외 보유금액 감소에 기인 (특히 자기자본)

수신 수수료¹
부채상환²
•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은 잔액이 80%
증가하면서 상쇄됨
• 반면에 가계당 수신 수수료 지출은 $260에서 $330
으로 증가 (Real 기준)

대출의 가치가 떨어짐
대출이용 고객의 응답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모기지)

1989년 이래 높은 수준 유지
90%

40%

10%

• 1989 년 이래 총 대출잔액
증가의 50%가 이러한 불만족
대출에 해당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

유용했다

• 반면에 모기지 대출
“수익률”은 파격적으로 감소
(1989년 이래 LTV는 거의 90%
대를 유지)

30%
20%

유용했다

후회한다

학자금 대출

•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 대출,
리볼빙 대출을 사용한 매스마켓
고객들 다수가 대출의 유용성에
대해 불만족

후회한다

리볼빙 대출

1989

45%

1 수신 수수료는 당좌, 계정관리, ATM 서비스 등 포함
2 원리금 상환 포함
자료: U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by The Federal Reserve, FDIC, Bureau of Labor Statistics, S&P Market Intelligence,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Oliver Wyma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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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의 건강/생명
리스크에 장수 리스크, 고용유지 리스크가 추가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변수가 존재한다.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매스마켓 소비자들과 금융기관
간의 가치교환은 생각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축/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스마켓 소비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기본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잔액이 훨씬 많이 증가하면서 부채상환 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수수료는 증가하였다 ).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빚을 내서 구매한 것들이
과거만큼 값어치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 교육/
구매를 위해 빚을 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후회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
물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낮은 임금 상승률, 낮은 기본금리, 부채포화
상태, 전통적 금융상품 리스크 증가/물리적 채널의 역할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뚜렷한
목표 없이 대출을 받았을 때, 단기적인 니즈는 일정 부분
충족되겠지만, 결코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나 장기적인 솔루션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대응전략은 국가 /
지역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매스마켓의 비즈니스 비중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 금번 보고서 리서치 대상으로 선정된
4 개국 5개 선도은행들의 IR 자료, 공시내용들은 대부분
매스마켓보다는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트렌드로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스마켓이
안고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반 대중들의 기억 속에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부유층
고객에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특정 세그먼트에 편중될 경우,
마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경쟁심화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커다란 문제를 외면하고 손쉬운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빅테크에서 보았던 교훈이 아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매스마켓이 당면한 자산이슈로부터
달아나지 않았다 . 오히려 문제를 향해 더 다가갔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대출 , 보험 ,
자산증식의 3가지 카테고리에만 집중해 왔지만, 실제로는
6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림 3.4: OLIVER WYMAN의 금융니즈 육각형 모델

자산증식
최적의 방법으로 순자산 증가
(수익률, 투자 의사결정 개선 등)

대출

보험
미래의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비
(비상시, 사고, 도난에 대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자금확보
(낮은 이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예측 등)

자금이체

소득증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한 자금이체
(Seamless, 즉각적인 결제 등)

최적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증가
(교육, 보상수준 벤치마킹,
구직정보 등)

소비지출
현명한 소비활동
(가격비교, 대안 추천 등)
전통적 금융니즈
비 전통적 금융니즈
자료: Oliver W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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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매스마켓 TOP 5 금융니즈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

전통적 금융니즈

60%

비 전통적 금융니즈

50%
40%
30%
20%
10%
0%
필수품에대한
최저가격

주/월 단위의 일관된
소득

좋은 이자의 안전한
저축 수단

가용예산 Visibility 및
소비지출 가이드라인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하고
즉각적인 이체

자료: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나머지 3가지는 소득증대, 소비지출, 자금이체이다. 대출,
보험, 자산증식이 메가 트렌드 앞에서 가치를 상실한 반면,
소득증대, 소비지출, 자금이체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리서치 결과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소비자 금융니즈
상위 5가지 중 4가지가 전통적 금융상품이 아닌 앞서 말한
후자의 3가지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5).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의미있는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카테고리의 존재는 좀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

소득증대 부문에 집중한 기업들은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효과를 측정하기에도 어렵지만) 최소
200억 달러의 시가총액 증가를 달성하였다. 이 수치를 모두
합산하면 미국 상장 은행/보험사의 시가총액 증가규모와
거의 유사하다 (그림 3.7).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매스마켓 소비자의 금융생활 관련
비용지출을 평균 4%만 줄일 수 있다면 이는 연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000 달러의 가치창출과 동일하다 .
반면에 수신증대, 투자 수익률 증가, 대출증가 등 전통적
상품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려면 수익률을 33배
증가시키거나 상환액을 15% 감소시켜야 한다 (그림 3.6).

현재의 상황은 전통적 금융기관들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고객의 금융생활에 대한 솔루션을 추구하는 은행/
보험사라면 기존상품을 발판으로 소득증대 / 소비지출
카테고리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경우 성장 잠재력은 거대하다 . 또한 , 테크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으로서의 라이선스를 갖고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 것이다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55%
가 금융기관이 소득증대 / 소비지출 카테고리와 관련된
자문상품을 제공한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약 70%
가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적인 금융상품 카테고리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금융생활
비용절감이라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은
(보고서 목적상 미국기업으로 한정) 파격적인 재무성과를
달성하였다. 소비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은 7년
동안 시가총액 약 6천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지불결제
편의성을 위한 이체 서비스 최적화에 집중한 기업들은 약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개선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반면에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저축상품,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전통적인 상품에 국한된다면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전통적 금융상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시장에의 영향도 미미하다. 또한 대형 소비자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6 가지 금융니즈 카테고리중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역에만 계속 머무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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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매스마켓 고객의 금융생활 니즈에 대한 민감도 분석
$1,000 가치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각 카테고리별 개선 %

3,300%
자산증식 | $30
이자/배당 및 자본소득

4%
소비지출 | $25 K
채무상환/보험료를
제외한 지출금액

3%
소득증대 | $33 K
세후 소득

15%

% = 요구되는 개선수준
카테고리 | 평균금액 ($)

대출 | $6.5 K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는
대출상환

30%
보험 | $3.5 K
보험료

전통적 금융니즈
비 전통적 금융니즈

자료: U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by The Federal Reserv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Oliver Wyman 분석

그림 3.7: 금융니즈 카테고리별 마켓성장 추이
카테고리별 주요기업 시가총액 변화
십억 달러, 2010년말 - 2017년 3분기(미국)
1,120

전통적 금융니즈

1,040

비 전통적 금융니즈

760
620
40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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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

상위 4개 기업1

자금이체

소득증대

TOTAL

은행

보험

• Amazon

• Visa

• New Oriental

• Mastercard

• Tal Education

• JPMorgan
Chase

• Chubb

• Walmart
• Priceline
Group

• American
Express

• ManpowerGroup

• Wells Fargo

• Metlife

• Pearson

• Prudential

• Costco

• FIS

• Bank of
America

금융기관
TOTAL

• AIG

• Citigroup
주: 2016년말/2017년 3분기 기준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적 변화만을 고려하여 IPO/상장폐지 등의 요인에 의한 시가총액 변화는
제외함. “소비지출” 카테고리는 할인판매점, 소비자 구매개선에 초점을 맞춘 Demand aggregator로 구성. “자금이체” 카테고리는 지불결제 서비스 중심의 비
은행 기업으로 구성. “소득증대” 카테고리는 교육, 트레이닝, Human Capital 및 구인/구직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Oliver Wyma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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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알리바바의 소비자 금융산업 진출 현황

蚂蚁金服
지불결제

자산관리

Ant Financial Services Group
(알리바바 계열사)

파이낸싱

보험사

신용정보 서비스

5억 2천만

3억 3천만

1억

3억 9천 2백만

2억 5천 7백만

연 유효고객 수

연 유효고객 수

연 유효고객 수

연 유효고객 수

연 유효고객 수

FICO Score
미국 크레딧 계좌
1억 8천만
유효고객 수

운용자산 규모
RMB 1.4조
PayPal
2억 3백만
유효계좌 수

Charles Schwab
천만 6십
유효고객 수

China Merchants Bank
4천 6백만
사용중인 카드 수

China Life
4억 2천만
유효고객 수

Visa
32억
유효계좌 수

Lufax
770만
유효고객 수

China Minsheng Bank
3천 2백만
사용중인 카드 수

Ping An
1억 3천 백만
유효고객 수

글로벌 Peer 기관의 사업규모 (비교 목적)
자료: Company filings, Bloomberg News: World's Biggest Money-Market Fund Can Grow More, Fitch Says, 8/17/2017

테크 기업들의 기본 정서는 고객의 문제를 따라가고 ,
지속적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 이미
다수의 이종업체 경쟁사들이 지불결제 서비스 구축을
통해 자금이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대출, 보험, 심지어는 수신영역 (Prepaid 상품) 에 까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
아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금융 서비스
수준이 뒤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알리바바 ,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이 파격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참조).
이미 안정적으로 높은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수 세기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수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자들을 물리친 축적된 경험을 갖고있다. 대형
소비자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자체적으로 고객의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들은 언제든지
가용한 최선의 대안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고객을 연결시켜
줄 것이다.
실제로 수신 , 모기지 ,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선도 금융
기관들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에 자사 상품 탑재를 통해 큰
수익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고객이 자사 상품을 선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진정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 이번 리서치에 따르면 , 리테일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경우 매스 마켓 (중산층) 고객과 Mass Affluent
(부유층) 고객들의 만족도 수준이 유사한 반면,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격차가 관측되었다. 즉, 매스마켓 고객들은
거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적 금융상품을
기다리는 기회는 활짝 열려있다. 단지, 그 기회를 포착하는
주체가 기존의 금융기관이 될 것인지, 새로운 이종업체들이
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림 3.9).
시간이 흐르면서 도전과 기회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매스마켓 고객을 중심으로 Big Problem
의 일부 영역에서 (소득증대, 시간단축 등)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스마켓 고객들의 금융생활
개선을 위한 장기적 , 지속가능한 솔루션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보자 , 우버와 넷플릭스는 각각
“Gig Economy” 업무방식, 저가 엔터테인먼트 제공을
핵심가치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싼 가격에 하루 종일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보는 혜택 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
진지한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 다수는 교육 및 커리어 선택과 관련해서
진지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목표달성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장기 소득창출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상담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갈 것인지, 국립학교에 갈
것인지, 4년제 대학에 가는 것 보다 요리 전문학교에 가는
것이 더 나은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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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매스마켓 고객과 MASS AFFLUENT 고객간 본딩 (BONDING) GAP
금융기관 VS. 리테일 VS. 테크

0%
-1%
테크
-4%
리테일

-12%
금융기관

주: 본딩 Gap은 각 산업별 매스마켓 세그먼트와 Mass Affluent 세그먼트간의 본딩 스코어 차이로 정의됨. 본딩 스코어 계산 방법론 세부내용은 보고서 끝 부분의
“방법론” 섹션 참조
자료: 2017 Oliver Wyman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구매결정에서조차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 저렴한 가격 / 개선된 편의성이 가져다 주는
효익이 결코 Big Problem 해결이라는 효익에는 비할
바가 안된다는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한정된 수입의
최적배분을 통해 현재에서의 생활 /즐거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자금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인 것이다.

명확한 오너쉽을 가진 주체도 아직은 없다.

Big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금융기관의
역할, 테크놀로지 리더들의 역할, 선도적 고객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Advice를 모두 결합한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러한 솔루션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고객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노력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
왜냐하면 이것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들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의 2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큰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

고객의 Big Problem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미래에
대한 액티브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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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티브 솔루션 설계
라이프맵을 위한 솔루션
액티브 솔루션은 기능 및 경험에서의 니즈를 해소하고, 다이나믹하며, 생태계 (Ecosystem)와
연결되어 있다. 액티브 솔루션을 지탱하는 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우리는 구글맵에서 영감을
얻어 매스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매스마켓 Life Map”을 제안하고, 그 형태 및 금융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만간 매스마켓을 포함한 모든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 라이프맵 기반의
솔루션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앞에서 설명한 트렌드는 모든 매스마켓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법, 시기, 수준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제, 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서 보았던 다니엘/쉘리 부부는 자녀들을 위해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싱글 맘인 패트리시아는
계속해서 커리어 추구를 원하고, 폴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을 더 번창시키기를 원한다. 얼핏 모두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고유의 문제를 안고있고, 맞춤형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문제는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축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친척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을 수 도 있다 .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시작했지만 생각이 바뀌어 새 차를 구매할 수 도
있다.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할 수 도 있다. 즉, 한 가지 니즈를 위해서
경로를 설정하자마자, 조금 더 긴급한 또 다른 니즈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 현재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와 이종업체가 제공하는 액티브 솔루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고객의 미래 재무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꽤 유용하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유용한 차원을 넘어 가히 혁신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 10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내비게이션 기능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는지를 보면, 그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다:

2006

지도를 인쇄한 후 출발
MapQuest를 이용하여 A 지점에서 B지점까지
경로를 미리 인쇄

2007

개인 GPS
차량 안에 장비가 있어 길을 잃거나 생각이
바뀌면, 차를 멈추고 새로운 목표지점 입력

2009

모바일 GPS
장비 휴대가 가능하고 길을 잃어도 장비가
자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시

2012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경로 안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경로를 재설정

2015

편리한 콜 서비스
앱 조작만으로 원하는 곳에 차량이 와서 목표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기능 도입

현재

무인 자동차
보고서를 읽고 있는 동안에 목적지 도착

누군가는 금융 “길 찾기”를 위한 일종의 구글맵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주체는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 수도,
JPMorgan Chase, BBVA, MetLife가 될 수도 있다 .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금융 구글맵은 요원한 미래의 일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기관들은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카테고리 구조에서 탈피해야 하고 , 다음으로 6 가지
금융니즈 카테고리를 모두 포괄하는 액티브 솔루션을
설계하고 (그림 3.4 참조), 이어서 이 솔루션을 지속성,
참여, 신뢰를 수반하는 고객 경험을 통해 전달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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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내비게이션 기능에 있어서의 액티브 솔루션 진화과정

액티브 솔루션

=

선구자 기업
주요 진화내용

기능적

+

경험적

+

다이나믹
대응

+

생태계
(ECOSYSTEM)
기반

MapQuest

Google

Waze

Uber

A 지점과 B 지점간의
경로설정 기능

사용편의성 개선 및 장비
휴대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장비 등)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경로 재설정이 가능해짐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추가정보의 생성/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변경이
가능해짐

첨단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버튼 조작 하나만으로,
차량이 현 위치까지
직접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Ride
서비스 등)

자료: Oliver Wyman

때문이다. 한 개의 기업이 이 모든 서비스를 마켓에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아가, 외부소싱도 없이 단독으로
모든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앞 페이지
내비게이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약 10여년의 기간에
걸쳐, 기능, 경험, 다이내믹 대응, 생태계 (Ecosystem)로의
진화과정이 축적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림 4.1 참조).
물론 그 여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및 생태계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역량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산업을 위한 액티브 솔루션의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거되었고 이미 솔루션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조건이 없다. 개인의 금융생활 데이터가
단일한 장소에 집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데이터의
확보는 내비게이션 개발 초기에 비교하면 훨씬 수월하다
(데이터 확보 관련 주요 이슈는 27 페이지 “고객 데이터
규제동향 및 시각” 참조). 반면에 개인의 금융생활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요구되는 알고리즘 및 컴퓨팅 파워는
내비게이션에 비교할 때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경험적 요소 및 다이내믹 대응 요소를 한번 들여다 보자.
길 찾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있는 통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남성 운전자들은 보통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에 물어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 행동심리학적 Taboo (차를 멈추고
길을 물어보지 마라 . 이것은 네가 약하다는 증거이다 )
는 항상 발동하고 지속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구글맵이라는 신기능에 자리를 양보한 지 오래이다 .
심지어 평소에 잘 아는 곳 , 가까운 곳에 잠깐 들리는
경우에도 구글맵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즉, “길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나의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려하는 심리적
Taboo도 더 이상 구글맵의 영감을 받은 라이프맵, 즉,
“금융 내비게이션”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이프맵은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 소득 , 자산 ,
부채, 소비, 엔터테인먼트, 고용,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그널을 하나로 모으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전 세계의
수백만의 개인들로부터 확보하게 된다. 강력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화 경로를
생성함으로써 유니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니즈가 변화하고 ,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들은 라이프맵이 제시하는 여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풍부한 고객 경험을 하게 된다.
방향 / 지도만으로 목적지에 도달 할 수는 없다 . 실제로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필요하다 . 도로 ,
표시판 , 신호등과 같은 보조수단이 필요하고 ,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다. 즉, 여러가지 유용한
구성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생태계가 등장해서
라이프맵을 보완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라이프맵에 플러그인
하게되면 단 기간내에 시장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더 개선된 솔루션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결국에는 라이프맵을 주시하게
될 것이고 개선된 고객 액세스/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프맵에 플러그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
보완하게 될 것이다.

23

“금융 라이프맵” | 다니엘+쉘리
“금융 라이프맵” 가입
1

수를 위한 최적 교육경로 발견 및 파이낸싱

2

그렉을 위한 최적 교육경로 발견 및 파이낸싱

3

신속한 채무 상환

4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코스 설계

다니엘 교통사고 발생,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 안됨

“금융 라이프맵”의 추천 로드맵

6개월의 회복기간 필요

다니엘+쉘리 실제 경로
“금융 라이프맵”이 없을 경우의 다니엘+쉘리 경로

수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진학

다니엘은 라이프맵에
가입하고,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재무 Action
코스를 설정함

2

1

쉘리 Lyft 및 TaskRabbit
가입 (“gig” 취업)

다니엘+쉘리는
수를 위한 학비
지원

그렉 고등학교
졸업, 장래계획
“불확실”

추정 가계 순자산: $80 K

쉘리
다니엘
추가소득을 직장
위해 우버
복귀
택시기사가 됨

미래에 대한 정서
불확실

확신

2018

2019

2020

다니엘은 미래계획/재테크를
위해 ActiveCruiseControl
기능을 가동 – 채무상환을 위해
Debt Consolidator가
최선이라고 결정함

수는 Education Advisor
를 이용하여 학교 및
파이낸싱 옵션을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고려함

다니엘/쉘리는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필수품 구입 및
경비절감을 위해 Shopping
Optimizer를 사용하기로 결정함

수는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몇 가지
장학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함

2021

2022

2023

그렉은 Education
Advisor 를 통해, 2
년제 간호사 양성코스
발견

다니엘은 예상치 못한 지출
및 소득상실에 대비하도록
ActiveCruiseControl 셋팅을
조정함

그렉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1년 휴학 결정

다니엘은 일부 월정액
서비스 해지를 통해,
필수적이지 않은 비용지출
중단

Job Connector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간호학교 학자금 저축
시작

쉘리는 Job Connector 를
통해 우버택시 일자리 확보
및 재무계획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소득을 위한 Gig 일자리
모색

다니엘과 쉘리는
여행을 위해,
Work-Life Balance
조정
4

$140 K

수는 앤디와 결혼.
다니엘+쉘리는 수/앤디의
결혼비용 분담

부채 상환
3

3

수는 앤디와 약혼

그렉은 간호사가 됨

수는 졸업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

2

그렉은 간호학교
입학, 저축을 통해
학자금 커버

$70 K

2024

2025

2026

수는 재정적으로 독립했으므로,
본인을 위한 ActiveCruiseControl
을 설정

2027

수와 약혼자 앤디는 결혼비용
및 미래의 재무설계를 위해
Special Purpose Savings
Account 를 설정

일상쇼핑을 위해Shopping
Optimizer를 사용하기 시작

다니엘과
가족이 사용한
“금융
라이프맵”
솔루션

2028

2029

부모님의 도움 덕택에,
수/앤디는 추가적인 부채없이
Special Purpose Savings
Account 자금만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름

ActiveCruiseControl
자동 지불처리, 비용예산 수급, 은퇴를
위한 저위험/장기 상품 투자 등 적극적
재무관리 Advice 기능

Education Advisor
교육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파이낸싱 (장학금 등)
정보를 제공

Shopping Optimizer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최저가격 정보제공 (생필품, 주유 등)

Job Connector
고용주들로 구성된 Ecosystem을 통해
풀타임/파트타임 취업정보 제공

Special Purpose Savings Account
사용 목적/시기를 특정한 저축상품

Debt Consolidator
대출기관들로 구성된 Ecosystem을 통해,
기존 채무를 저금리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채무로 이전/통합

그림 4.2: 변화하는 고객니즈 대응 선도기업 사례
보험/대출 심사업무 손실 예방

소득창출

자산 매각

투자자문

구매 최적화

포괄적 데이터 및
첨단 Analytics
기법을 적용하여
대출/보험 리스크
평가 및 가격책정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서비스로서,
센서 및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손실 이벤트를
사전에 감지 및 예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역량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장

주로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로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물품/서비스
거래를 지원

최저 투자금/
수수료가 낮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
투자수익 개선을
지원

다양한 대안
쇼핑채널, 여행
가격비교 사이트,
환급/쿠폰 사이트를
통해 구매비용 절감,
저가구매, 캐쉬백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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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SoFi
CommonBond
Betterview
Snapshot
Cover Genius

Ring
Notion
Zendrive
Nauto
Neos

Uber
Didi Chuxing
Airbnb
TaskRabbit
Etsy

ebay
Craigslist
Letgo
Ganji
Buffalo Exchange

Betterment
Wealthsimple
WiseBanyan
Nutmeg
Xuanji

Jet.com
Boxed
Ebates
Alibaba.com
Priceline Group

자료: 여러 기업 보고서/웹사이트, Oliver Wyman 분석

내비게이션 기능은 이러한 과정을 이미 거쳤고, 우리는
금융산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출기관들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주의 금융 Journey의
관점에서 과잉대출 여부를 평가하고, 더 나은 금리, 더 나은
이자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과소대출 여부를 평가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대출계약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거나 리스크 헷지하고,
최소한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다.
적극적인 보험사/대출기관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이
정보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시도할 것이다. 자신의 고객,
즉 계약자에게 전방에 난 사고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험한 운전자가 있다고 사전에 통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 또 ,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더
나은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더 나아가 차주에게 꼭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않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면 극장비용의
수십분의 일만 지불하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하면서 동일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자문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또 다른 기관들은 무위험 수익률이 과거만큼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수치화하여 새로운
재테크 계획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위 열거한 사례들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개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위상을 바라보자.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의 혁신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 5년후가 되면 금융기관들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라이프맵 솔루션들이 가능해질것이다. 앞의
두 페이지에 걸쳐 묘사한 차트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액티브 솔루션의 형태로 결집되어, 다니엘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금전적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년 올리버와이만 금융산업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는
성장기회 유형을 3가지로 정의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생태계 파트너를 통해 어떻게 역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업들이 라이프맵 생태계 플러그인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회가 존재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별로 성공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게임은 아직 초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누가 승자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제안과정에서 보통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은행 기관에 자산을 예치하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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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 규제동향 및 시각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및 적절한 활용이다. 데이터
소유권 및 공유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 규제/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PSD2/GDPR에 의해 빠르게는
2018 년부터 다양한 기업들에게 금융정보 접근성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를 활용한 상품/서비스를 준비중이고,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새로운
대안제시나, 수도/ 전기 등 유틸리티 서비스간 가격비교,
또는 고객의 소비지출 예산수립 최적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국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데이터 가용성/공유 수준이 높아 이러한
솔루션들은 타 지역보다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객 데이터 규제이슈를 단순히 규제완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감독/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리스크나 데이터 보안은 중요한 현안이고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큰 관심사이다. 향후
사이버리스크로부터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객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유형의
기업 및 국가/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글로벌 통합표준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객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보유한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이며 데이터, 내지는 최소한 그것의
활용에 대한 통제권을 원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이든
다른 업종이든,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간 고객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없었거나 오로지 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왔던 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전개는 불편할 수 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규제강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엄중한 감시를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이와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기업들이
엄격한 정보보호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반면에 고객들이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트렌드가 관측되고 있다.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에게 아무 혜택이 없는 일방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 고객의 문제 , 니즈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해주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물론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치교환 및 투명성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가치교환 체계 파악,
고객에게 적절한 수준의 통제권 허용, 새로운 솔루션 창출과
사이버 리스크 관리간의 균형점을 찾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가치 창출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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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라이프맵 및 생태계 (ECOSYSTEM) 구축

주체별 역할

라이프맵을 구성하는 주체별 역할 정의
Platform provider: 데이터의 수집/공급 Demand aggregator: 고객의 재무 의사결정 지원
Component supplier: 6가지 금융니즈 카테고리에 대해 최적의 상품 솔루션 제공

COMPONENT
SUPPLIER

고객
DEMAND
AGGREGATOR

대출

“원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모기지

(넷플릭스, Spotify 등)

오토론
자산증식

DEMAND
AGGREGATOR

수신
연금
자산관리

“원하는 물건/서비스”
(아마존, 알리바바 등)

보험
생보
손보
건강
자금이체

DEMAND
AGGREGATOR

C2B
P2P

“인생을 위한 재테크”
(JPM, BBVA,MetLife 등)

소비지출
리테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득증대
구인/구직
Gig 일자리
교육

PLATFORM PROVIDER
(비자, 구글, 알리바바 등)
고객 Pool

데이터

자료: “The State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17: Transforming for Future Value,” Oliver Wyman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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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할

핵심역량

PLATFORM PROVIDER

DEMAND AGGREGATOR

COMPONENT SUPPLIER

고객의 수요/니즈 및 마켓의 공급
정보를 종합하여
생태계에 제공

고객과 직접 접촉을 통해,
금융생활 개선을 위한 대안도출 및
의사결정 지원

특정 니즈가 발생하면,
해소를 위한상품/역량을 전달

•• 고객정보 액세스

•• 고객의 신뢰

•• 기업정보 액세스

•• 광범위한 고객 기반

•• 데이터 Aggregation 전문역량

•• 구글, 페이스북

(Product factory)

•• 금융니즈/상품 영역의 경우
심층적 전문성 보유

•• Demand aggregator 솔루션에
즉시 플러그인 가능

•• 고객 Journey/인간적 요소의
Insight에 기반한 고객 경험 설계

•• 라이프맵에서 생성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상품/기능 개선
및 적응 가능

•• 위를 지원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대표적 기업

•• 고효율의 상품제조 역량

•• 신용정보 기관

•• 고객의 신뢰도가 높은 은행/
보험사

•• 첨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아키텍쳐 역량 (API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용)
•• 지역별 대형 “전업사

(Monolines)”
(Quicken, Discover 등)

••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 “Whole wallet” 고객관계를
보유한 은행

•• 애플

•• 보험사

•• 삼성

•• 핀테크 기업 (SoFi, OnDeck 등)

•• 산업별 데이터 Aggregator

•• 월마트, 코스트코, Aldi

(e.g., LexisNexis)

Key
questions

•• Demand aggregator를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통한 방법은
무엇인가?
•• 규제변화에 따라 특정 기업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인가 (일종의 “고객 데이터
청산소” 등)? 만약 추진된다면,
어느 수준에서 구축될 것인가
(글로벌 기관, 또는 Region별
기관)?

•• 이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자체
Balance Sheet이 필요한가?
•• 고객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 이 역할은 한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유지가 가능한가? 이
역할을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영역을 위한 펀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 복수의 컴포넌트를 포괄하는
•• 금융기관이 이 역할을 강화할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경우, 아마존/알리바바 등
scope)”가 존재하는가?
기존의 Demand aggregator의
(카드+모기지+수신 등
금융산업에서의 영향력에 어떤
인접상품의
통합제공 등)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 현행 대비
영향력이 감소할 것인가?
•• 고객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타 영역에서 유용성이
•• 반대로 기존 Demand
있는가? (타 상품영역,또는
aggregator들이 금융
Demand aggregator와
라이프맵으로 역할을 확장할
협업관계
강화 등)
경우, 은행/보험사의 기존 시장
지배력이 축소될 것인가?

기타 코멘트

플랫폼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하면서 존재를
인지하게 됨

성공적인 Demand aggregator
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고객가치 창출에 집중하며, 이것이
주주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의
원동력임

성공적인 Component supplier
는 파트너쉽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고객관계 오너쉽을 양보하더라도,
경제성이나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유용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29

5. 성장 플라이휠 (FLYWHEEL)
성장 선순환 체계의 구축
현재 금융산업에서는 다양한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결과가 고객의 Big Problem
해결을 위한 액티브 솔루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기존의 혁신투자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혁신결과를 효과적으로 운영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얻은 교훈의 세번째 항목 ,
플라이휠 모델 및 고객 Big Problem 해결을 위한 액티브
솔루션을 보기로 하자. 이는 기존 금융기관에게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다. 대부분이 이미 혁신과제를 수행하였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관련업무들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투자내용을 보면 성장 플라이휠 구축이 아닌 기존
비즈니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사실 기존 비즈니스의 방대한
규모 및 투자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방향은 성장 플라이휠 구축에 필요한
혁신 이니셔티브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혁신 이니셔티브들은 대부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개선과제의 하나로서 운영되는 반면, 플라이휠 구축을 위한
투자는 단기 수익성 개선 목적의 투자와 달리 대규모 투자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동시에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요구된다. 라이프맵 솔루션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장기적 성과는 체계적, 점진적인 추진에 의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영자 마인드라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일 만큼 큰 규모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것이 당연하다. 플라이휠
구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사고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 선도적인 경영자는 현재의 비즈니스 스케일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고객가치 개선을 위해, 장기적
포텐셜을 염두에 두고 교두보 구축에 집중한다 . 작은
움직임은 큰 임팩트를 가져오고 , 각각의 투자단계는
끊임없이 개선되는 속도 /유연성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
선도적 경영자는 플라이휠 Journey의 시작점, 즉 그림
5.1의 가장 왼쪽의 포인트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재의 아마존의 성공, 스케일에 감탄하고 경외하기 보다는,

20여년전에 아마존이 어떻게 전자 책으로부터 출발해서
단 시일내에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플라이휠 구축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의지만 있다면
실현이 가능하다. 최초의 출발점을 잘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단계별 투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면, 자신감과
확신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투자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투자가능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혁신 이니셔티브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재 우리회사에서
추진중인 혁신 이니셔티브 중, 성장 플라이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

혁신추진 결과 고객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였는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는가 (성장 프리미엄 등)?

••

추진중인 혁신 이니셔티브는 명확한 목표지점이
설정되어 있는가? 더 큰 고객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경영진의 지속적인 Commitment가 유지되고 있는가?

••

혁신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담 팀, 즉, 다양한
전문분야의 다기능 (Inter-discipline, Crossfunctional) 조직이 구축되어 있는가 (STEAM 인재,
상품 오너, 재무, 리스크 등 포함)? 경영자로서 혁신
전담조직을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

혁신노력의 목표 및 결과는 일관된 스토리하에서 ,
종업원, 경영진, 이사회 및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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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성장 플라이휠 (FLYWHEEL) 구축에 초점
액티브 솔루션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여
신규고객을 확보하게 함

신규고객은 더 많은
매출/정보를 창출하여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생시키고, 더
우수한 인재의 유치로 이어짐

매출/정보/인재의 증가는 더
풍부한 솔루션을 창출하고 더
넓은 고객니즈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됨

개선된 액티브 솔루션은 연관된
니즈를 가진 고객까지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수행하는 강력한
기업으로 이어짐

“원하는 물건/서비스”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자료: Oliver Wyman

최초의 출발점을 찾는 것은 단순 포트폴리오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 . 포트폴리오 평가 접근방법은 많이 있지만
성장 플라이휠 구축을 위한 출발점을 선정하고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2X2 매트릭스만으로도
충분하다 . Peer 대비 압도적인 고객가치를 어디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작은 영역은
어디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는
간단하다. 경쟁사 대비 큰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솔루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번째 스크리닝 기준은 높은
성장 잠재력의 존재여부, 그리고 현재상태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사와 차이를 벌릴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두번째 기준은 기본적으로 종업원 / 주주의
저항에 대한 극복여부이다. 고부가가치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비즈니스와 Cannibaliz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처음에 출발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시작할 것, 그리고, 현재 “Under-serve”된 고객니즈의

충족을 목표로 플라이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고
우선순위로 공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단한 논리로 접근해 보면 , 2X2 매트릭스
우측 하단 사분면에 해당되는 혁신 이니셔티브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 물론 다른 사분면에 있는
비즈니스/이니셔티브도 중요하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시장의 변화방향 및 속도와 같은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경영진 /이사회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통의 이해 및 공통의 신념을 구축하기 위한

High
현재의 경제적 매력도

위의 4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 그래도 괜찮다 . 아직까지는 경로를
바로잡고, 성장을 위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Disruptive
transformation
Low
Low

High
고객가치 창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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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에필로그 섹션에 간략히 설명한 초기
Play 리스트는경영진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플라이휠 구축을 위한
핵심영역을 선정할 수 있다. 매출규모가 수십억 달러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3-5 개의 이니셔티브면 충분하며 ,
소수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선정 , 최적의 리더 , 최적의
태스크 포스 팀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
매출변동에 의해 혁신 이니셔티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은 성장 플라이휠의
가치이다. 즉, 회사 성장엔진의 미래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초기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면 점점 더 매출 , 고객 , 데이터가 증가하고 , 투자자 /
종업원들의 신뢰도 강화될 것이다.
플라이휠 구축을 위해서는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위한
인적자본 모델의 파격적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STEAM 인재들이 기존의 현업 및 각 기능 부서 전문가들과
함께 짧은 사이클로 작업을 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업무방식이 이미 적용되고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IT 부서에서 많이 사용되는Agile 팀이
대표적인 예이다 . 하지만 , 처음부터 플라이휠 구축을
목적으로 인적자본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현업과 통합하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다.
의도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직구조 / 운영모델
“관성”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정의하고 장기목표 하에 인적자본
모델을 개선할 의지가 있음에도, 정작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실행 / 초기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차별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플라이휠 구축을 위한 조직대안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로 베이스”에서 구축 (Greenfield):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완전히 독립된 조직/브랜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써 최신 툴/테크놀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STEAM 인재를 적극채용하여 최적의 조직문화 구축

그림 5.2: 변화하는 방법을 변화

실험

파일럿

규모 확대

Test-and-learn 단계, 일련의 전략적
“Betting”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파일럿을 통한 규모확대 가능성 타진

오퍼레이션 안정화 및 규모 확대

실험 단계

Initiative 단계

정규 비즈니스 단계

자료: “The State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17: Transforming for Future Value,” Oliver Wyman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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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션 조직: 이 모델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첫 번째는
선정된 사업 영역에서 신속하게 파격적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와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의
설계 /런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 인재확보 , 첨단
솔루션, 최적의 문화구축 등 앞선 그린필드 접근방법의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브랜드, 서브 브랜드가 필요
할 수 도 있다).
자발적 채택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 세번째 옵션은
내부로부터 변화하는 것이다 . 특정 사업부 산하 개별
팀들이 자체적으로 이슈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점진적인
입소문을 통해서 채택되도록 하는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와 유사한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히 인적자본
모델의 파일럿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경쟁사 / 테크 기업의 경쟁위협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델은 주로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추진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Topdown 방식보다는 단기적인 가시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미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어떤 조직모델을 선정하든지 관계없이 플라이휠 구축을
위해서는 접근방법의 근본적 변화는 무조건 필요하다 .
목표가 확정되어 있는 Transformation Journey와 달리,
플라이휠의 경우에는 일단 시작해서 자신감, 확신, 임팩트를
체계적으로 Build-up 해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초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투자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림 5.2).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
수준이상의 고객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이니셔티브를 선택하는 것이다 . 그래야만 혁신
이니셔티브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센서스 구축 이후에는 적절한 인재의 모집, 비즈니스 구축
역량, 종교적 열정을 가진 최적의 리더선정이 요구된다.
전년도 리포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이휠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는 최적의 인적자본 모델, 단계별 게이트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 우선순위/성장 스토리와의 명확한 연계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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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추진 가이드라인
금년도 보고서는 자극적인 메시지로 출발하였다.
금융산업 전체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원인은 성장정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 이를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에 비교해 보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은행/보험사 성장을 위해
빅테크 혁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금융산업에 미칠 “파괴적 위협 (Disruptive
Threat)”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공을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요약해 보았다 . 즉 , 액티브 솔루션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Big Problem을 파악하고, 이 액티브 솔루션을
플라이휠 모델을 이용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수백만의 매스마켓 고객들이 당면한 Big Problem을
제시하였다. 몇 가지 메가 트렌드들이 충돌하면서 매스마켓
고객들의 웰빙 및 미래전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매스마켓
고객들의 금전적 부담은 과거 대비 훨씬 많아졌지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더욱 부족해졌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우리는 구글맵이 도로상황과 운전자의 위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로를 재설정한다는 방법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라이프맵을 상정하고, 이 라이프맵에 기반한 액티브
솔루션 도출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 다니엘 / 쉘리 ,
그리고 수백만의 다른 매스마켓 고객들의 금융생활 개선을
위한 조력자 감소를 지적하고,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된 이
시점에서 고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책없이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아직까지 금융니즈 라이프맵

전체를 조율하는 명확한 리더기업은 없지만, 라이프맵의
영감을 받아 (inspired by), 유니크한 데이터/알고리즘에
기반한 (powered by) 솔루션의 등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이프맵 컨셉을 금융니즈에 국한하여 설명 했지만 고객
니즈/세그먼트에 걸쳐 무수한 사업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고객들의 인생이 전개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Trigger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고객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액티브
솔루션들이 등장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단 기간내에 파격적인 시가총액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성장 플라이휠”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 기존 금융기관들은 아마존과
같은 거대기업들을 보면서 부럽고 초조해 할 것이 아니다.
이미 스케일에 도달한 플라이휠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직
경쟁사 대비 고객가치 Gap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최초의 출발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수의 혁신기회를 선정하여 이니셔티브를
단계적/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종업원,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마켓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성장 플라이휠 구축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예시하고 있다. 고객 Big Problem 해결이
맞는 접근방법이라는 확신이 있고, 장기적 성공을 위한
역량, 마인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4

PLAY

#1

불안감의 원인을 정면으로 직시할 것
혁신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동기부여/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버닝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전
조직을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확실한 리더쉽을 가지고 때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평가가 요구된다. 본문에서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트렌드로
정리하였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성장 원동력 감소, 고객가치가 점점 금융산업이 아닌 타 산업에서 창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적 경쟁우위 감소, 마지막으로 향후 생태계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과 빅테크 수렴이 가속화되면서 경쟁환경은
더 복잡해 진다는 것이다.

전통적 수익원 기반의 악화
은행 총매출 대비 “무위험” 수신 매출 비중 (%)
80%

미국
기타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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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지난 10여 년 동안 고객니즈 및 고객가치 원천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가치창출은 테크놀로지/데이터 영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정의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먼저 가치 Gap을 평가하고, 가치 Gap 해소를 통해 어떻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매스마켓 세그먼트를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방법을 Mass Affluent, HNW 와
같은 다른 B2C 세그먼트, 또는 중소기업/대기업/투자자/금융기관 등 B2B 세그먼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산증식
최적의 방법으로 순자산 증가
(수익률, 투자 의사결정 개선 등)
대출

보험

필요한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자금확보
(낮은 이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예측 등)

미래의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비
(비상시, 사고, 도난에 대비 등)

소득증대

자금이체

최적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증가
(교육, 보상수준 벤치마킹, 구직정보 등)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한 자금이체
(Seamless, 즉각적인 결제 등)
소비지출
현명한 소비활동
(가격비교, 대안 추천 등)

전통적 금융니즈
2018

2019
비 전통적
금융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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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솔루션의 설계
기능적 니즈 해소를 위한 솔루션만으로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기능적 니즈를 해소하기 위한 상품과 경험가치
제공을 위한 역량을 조합해야 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축적 및 알고리즘 개선에 따라 솔루션은 계속 개선되고, 나아가 생태계의 타 파트너들과 보다 생산적이고 새로운 협업방식을
적용함으로서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다.

다니엘 교통사고 발생,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 안됨
6개월의 회복기간 필요
3

수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진학

2

1

2

쉘리 Lyft 및 TaskRabbit
가입 (“gig” 취업)
다니엘+쉘리는 그렉 고등학교 졸업,
수를 위한 학비 장래계획 “불확실”
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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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쉘리
추가소득을 직장
복귀
위해 우버
택시기사가 됨

2022

2023

그렉은 간호학교 입학,
저축을 통해 학자금
커버

2024

2025

액티브 솔루션을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라이프맵은 조만간 등장할 것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액티브 솔루션들이 증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고객을 위해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Demand aggregator로서
고객 금융니즈 일부를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고객과 직접적인 거래관계, 고객의 니즈 분석 및 적합한 Supplier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이 때 Supplier가 금융기관의 경쟁사가 될 수 도 있다). 또는 금융기관이 Component supplier로서
고객니즈 해소를 지원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타 Demand aggregator에 플러그인하여 최선의 상품/가격/솔루션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금융기관 스스로 Platform provider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 다른 기업들이 플러그인 할 수 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며,
관건은 어떤 방식을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COMPONENT
SUPPLIER
DEMAND
AGGREGATOR

자금이체
C2B
P2P

“인생을 위한 재테크”
(JPM, BBVA,MetLife 등)

소비지출
리테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득증대
구인/구직

PLATFORM PROVIDER
(비자, 구글, 알리바바 등)

Gig 일자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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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플라이휠 구축
포트폴리오 분석
모든 비즈니스에 통용되는 비법은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고, 현재의
출발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접근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쟁 포지셔닝, 경제성, 고객가치 창출 잠재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파괴 (Distruption) 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현행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할 것인지, 나아가 하나의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가치를 어느 범위까지
다른 영역에 재투자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적 매력도

High

Disruptive
transformation

Low
Low

High
고객가치 창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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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플라이휠 구축
조직구조 설계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플라이휠 구축에 적합하도록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즉 고객이 기업의 중심에 있지 않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신속하게 Release하는 정착된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생태계
기회에 대한 조율/적응/학습/활용도 미흡하다. 즉, 비즈니스 세그먼트에 따라 상이한 조직구조 대안이 요구된다. 조직대안은
사업영역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내부 경쟁사를 만드는 방안부터, 크게는 전사조직을 Agile 조직으로 완전개편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구조와 상관없이, 새로이 탄생하는 조직대안은 지금까지와는 파격적으로 다른
인적자본 모델을 채용하고 (현업 전문가와 STEAM 인재가 통합조직에서 협업), 진취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쉽이 요구된다.

실험

파일럿

규모 확대

Test-and-learn 단계, 일련의 전략적
“Betting”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파일럿을 통한 규모확대 가능성 타진

오퍼레이션 안정화 및 규모 확대

실험 단계

Initiative 단계

정규 비즈니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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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고객가치 GAP 리서치

배경 및 접근방법
금년도 금융산업 현황 보고서에서는 매스마켓 세그먼트를 예로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고객가치 Gap을 설명하였다.
이 세그먼트의 재무적 전망/니즈 및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1차, 2차 리서치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의 약 ~4,000여 Mass market/Mass affluent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가치에 대한
인지도, 미충족 니즈에 대한 설문조사

••

매가 트렌드에 따른 매스마켓 영향 분석 (사회적 변화, 고객행동, 테크놀로지 등)

••

미국의 약 100여명 이상의 매스마켓 고객 대상 디지털 Focus Group 인터뷰 수행

••

미국의 약 10-20명의 매스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친 모바일 행동관찰 수행 (Ethnographic study)

••

1908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미국 매스마켓 세그먼트 재무상황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미 연방정부가
3년 주기로 수행하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89년, 2016년 결과 활용)

SEGMENTATION 방법
본 보고서에서 매스마켓 세그먼트는 투자가능 자산 10만 달러 이하의 가계로 정의하였으며, 현금, 입출금/
저축 계좌 , CD, IRA, 주식 , 뮤추얼 펀드 및 기타 투자는 포함되고 , 401(k)및 부동산 투자는 제외하였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금융산업 전문가들의 보편적 정의). 미국의 경우 총 가계의 약 70%가 매스마켓
고객에 해당된다. 리서치에서는 미국외에 영국, 프랑스, 호주도 포함하였으며, 이들 3개국 매스마켓 고객 정의를
위해, 구매력 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투자가능 자산 분포, 산업 벤치마크를 사용하였다.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 매스마켓은 총 가계의 약 ~60%-85%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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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 산출
Bonding 스코어 (그림 2.1, 그림 2.3):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금융산업/리테일/
테크놀로지 각 산업별로 자주 이용하는 기업을 명시하고, 선택한 기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0-10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하여 (0=매우 싫어함, 10=매우 좋아함) 개인별 본딩레벨을 산출하였다. 이어서 개인별 본딩레벨의
가중평균 %를 계산하여 (기타 관련 설문조사 및 국가별 가중치 사용) 산업별 본딩 스코어를 도출하였다.
기능적/경험적 가치 충족 수준 (그림 2.1): 먼저 올리버와이만 고객가치 프레임워크에 의해 기능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의 2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기능적 가치는 5개의 변수, 경험적 가치는 12개의 변수로 (4가지
구성요소별 각각 3가지의 하위 변수/가치)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응답자가 선택한 기업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변수별로 만족수준을 표현하는 Statement를 제시하고 동의 수준을
1-7의 스케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
매스마켓 Balance Sheet 및 컴포넌트(그림 3.2, 그림 3.3): 미 연방정부가 3년 마다 시행하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가계수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1989년/2016년 각각에 대해 매스마켓의 평균
대차대조표를 2016년 달러 기준으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동일한 Source를 활용하여 동일 기간의 소득추이/
소득원 (임금, 자본이익, 이자/배당 등)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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