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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Technology Implementation Awards) 코리아 시상식은 오늘날 한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주

목할 만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며 한국 내 금융회사의 IT 혁신 분야에서 리더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

니다. 본 상은 혁신적인 베스트 사례를 발굴 및 제공하고 매년 베스트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설계 되었으

며 아시안뱅커 국제 테크놀로지 어워즈와 같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한국의 소매금융을 중점적으로 평가 해왔습니

다. 한국에서 처음 열렸던 TIA코리아에 30개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제출 되었으며 이

번 서미션은 오늘날 금융 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서미션은 한국의 은행 및 금융기관과 IT파트너들이 함께 작성을 하였으며 저희가 각 은행과 IT 기업에서 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심사위원이 매우 포괄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IT기업이 꼭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IT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여 서미션 기간 중 대부분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완벽하게 완료된 프로젝트만이 본 시상의 대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각 자문 패널은 업계의 리더들, 

책임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테크놀로지 프로젝트를 개발 및 구축해온 전문

가들입니다. 본 선정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 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한국상 역시 

국제상의 기준과 동등하게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TIA코리아 수상기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각 은행과 기업에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싱가포르 아시안뱅커에서 제시하는 견해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국 금융IT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국 금융IT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TIA 코리아 
최우수 금융IT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어 가장 공신력 있는 시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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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관 리스트

The Winners - Technology implemenTaTion aWards Korea

 베스트 코어뱅킹 구축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한국 IBM

 베스트 데이터 및 분석 프로젝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테라데이타

 베스트 모바일 뱅킹 프로젝트
	 •	하나은행 & 핑거

 베스트 HR시스템 프로젝트
	 •	국민은행 &화이트정보통신, KB데이타시스템즈

 베스트 지점 자동화 프로젝트
	 •	기업은행 & 한국 후지쯔

 베스트 스마트 브랜치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베스트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	하나은행 & NSHC, 엔시큐어 

 베스트 거버넌스 및 마켓 리스크 프로젝트
	 •	NH농협 증권 & 피스트글로벌

 베스트 셀프 서비스 뱅킹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이니텍

 베스트 CRM프로젝트
	 •	신한은행 & LG CNS

 베스트 멀티 채널 관리 프로젝트
	 •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 SK C&C

 베스트 금고 관리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유채널

 베스트 모바일 소셜 미디어 참여 프로젝트
	 •	하나은행 & 아이포유네트워크

 베스트 대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KB데이타시스템즈

 베스트 거버넌스 및  크레딧 리스크 프로젝트
	 •	NH농협 은행 & 피스트글로벌

 베스트 보안 및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투씨에스지

 베스트 ATM  및 키오스크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베스트 기업결제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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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라데이타

상품 지향 에서 고객 지향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한국회계기준원(KASB)이 2011년 새 회계기준 발표 이후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금융 및 규제 보고 프로세스도 이에 발

맞춘 변화가 필요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FSC)는 사이버 공

격에 맞서 국내 은행들이 통합 백업 센터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데이

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 하에서 대형 시중 은행들은 2014년까지 내부용과 온라인 사용을 위

한 두개의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고객 데이터 확보가 가장 치열한 격전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경쟁우위를 확

보해야만 한다. 아시아 3위의 리테일 뱅킹 시장인 한국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정보 관리 역량을 통한 매출 강화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있어, 자사의 비즈니스 이점을 유지하는 데는 고

객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라는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IT 파

트너인 테라데이타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레드 퀸 

프로그램”과 “쇼타임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이슈, 목표와 타겟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레드 퀸 프로그램은KEDW로 명명된 단일 데이

터 소스를 통한 기업 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들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1티어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리던던시와 유출 혹은 오류에 노출되어 있

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KEDW를 위한 3티어 아키텍처가 채택됨으로써, 업스트림과 다

운스트림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리던던시,유출 및 오류

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데이타 웨어하우스로  스탠다드차타

드은행 그룹은  개선된 인프라및 자동화를 통해, 금융 데이터 오류를 방지, 

정확한 금융 및 규제 보고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을 개선및 고객의 거래 행

동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타겟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KEDW)를 통해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고 매출 창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과 협업을 대대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1. 매출 창출에 있어서의 KEDW 의 기여

출처: 테라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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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의 적용으로 리포팅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다 완벽하고 다양화된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신규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결론

은행들이 전반적인 IT부문에 있어 다양한 도전 과제와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 최초로 3티어 아키텍처, FS LDM및 통제 프레

임워크라는 3가지의 핵심 솔루션을 자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도입하였

다. 현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요

구하고 있는 완벽한 분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은행이

다. KEDW 는 데이터 보존 기간 2년으로 바젤 II 를 준수하고 있으며,데이

터 마이닝에는 SAS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고 USGAAP와 융합되어

IFRS,K-IFRS 도 구축이 손쉽게 되어 있다. 

 

 레드 퀸 프로그램은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시스템화하여 

쇼 타임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고객 

관리및 마케팅, 운영, 리스크및 금융 전략을 크게 바꿔놓았다. 고객 접촉율

을 살펴보면 2013년 2월은 전년도 12월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상품 지향에서 고객 지향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층 더 유연한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한 신 시스템

의 적용으로 은행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수의 새로운 규제들이 이미 은행의 데이터와 보고 플랫폼에 압력으로 작

용하고 있다.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자사의 다원화된 문화 환경에도 불

구하고 시스템적이고도 과감한 접근방식으로 자사의 정보 관리 역량을 한

층 강화하면서 이같은 외부 환경과 압력요인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한

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는 본 프로젝트로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안 뱅

커 주최 TIA코리아 시상식 (Korea Technology Implementation Awards) 

에서 최우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상을 받았다.  

 레드 퀸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현재의 고위험, 고비용 IT 환경을 고품

질 단일 소스 시스템으로 혁신하는데 있다. 레드 퀸 프로그램 실시 이후, 고

품질 데이터 분석, 마케팅 역량및 데이터 정확성 강화, 시간 주기 감소 등의 

이점이 도출됐다.   

 

 한편, 쇼타임 프로젝트는 강화된 KEDW역량을 활용한 보다 나은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ROI와 디지털 뱅킹 강화를 목

적으로 한다. 

 

 쇼타임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KEDW의 타임 시리즈 역량, 분석 역량

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여기에 쇼타임은 디

지털 채널 활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실제 지점 방문 비율의 감소라는 환

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IT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

레드 퀸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인 KEDW는 시스템이 개별 고

객들의 ID,코드,데이터 정합성을 관리하고 지속적이고도 정확한 데이터 추

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층 강화된 고객에 대

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레드 퀸 프로그램은 거래 코멘트 정보나 상품 

정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와 신용카드 거래 정보와 같은 적시 데이

터, 평잔고, 고액 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고객 거래 트렌드 분석 데

이터를 제공한다. 이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금융IT 환경을 변화시키

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매출 창출 기회를 개선하기위해  쇼타임을 실행했다.  

 

 특히, 본 은행은 분석 및 타임 시리즈 역량과 개선된 데이터 품질과 같

은 KEDW의 이점을 활용하여 은행의 매출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KEDW의 데이터는 고객의 선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보다 분석적이고 

강화된 타겟 마케팅을 수행할 수있도록 돕는다. KEDW 이점을 활용하게 되

면 은행의 ROI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부가 

출처: 테라데이타

그림 2: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KEDW를 통한 개선. 금융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 , 데이터 통합 및 강화 타겟 마케팅을 개선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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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속에 순수익 압력은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 은행들은 

자본 지출에 더욱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채널

의 빠른 확장이 대규모 고비용 구조의 은행 지점망이라는 결

과로 이어지면서 각 은행의 리테일 사업부문들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대

규모 고객 기반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은행 소개

기획재정부를 최대 주주로 하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아시안 뱅커

(The Asian Banker) AB500 최신 순위에 따르면 자산기준 5위 은행이

다.  IBK 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지원

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은행으로 52년간 한국 내 중소기업의 금

융 지원에 집중해왔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접점

에 다가가 고객을 유지하는 IBK기업은행만의 역량은 본 은행의 큰 자산

이기도 하다.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접점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후지

쯔와 협업하여 포터블 IBK시스템을 오픈하였다. 포터블 IBK는 영업점 직

원이 작은크기의 금융단말기를 휴대하고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고객지원 서비스다. 

포터블 IBK

지점망 운영하에서 고객들은 정해진 지점으로 내방을 해야하고 ATM역

시 장소, 처리 업무 수준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반면,  포터블IBK도입으

로 은행은 고객의 위치에 상관없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폭넓은 운용과 상

품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완전한 통합 

채널 전략으로 은행이 언제 어디에서나 고객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

게 되었다. 

 

 온라인 뱅킹에 있어서 안전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는 보안체계는 사용자

들이 자신들의 거래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포터블IBK는 ID스캔과 바이오매트릭 인증에 기반해 이중으로 사용자를 

확인한다. 모든 운용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므로 어떠한 데이터도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는다. 해당 기기는 물리적인 잠금 상태를 유지하며  없을 경우 

이용 할수 없는 도난방지 브라켓이 있다. 또 GPS  추적도 가능하다. 

 

 3G 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한국에서 포터블IBK는 언제 어디서나 작동

한다. 

 

 본 단말기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

일한 윈도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운용된다. 따라서 은행의 어떤 직

원이라도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가 필요 없어 유지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 본부에 모두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다.  무선에 연결하면 바로 동작하므로  낮은 가격으로 해

외 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해외의 경우 데이터 송수신에 

따른 각 지역 금융당국의 우려와 적합한 무선 인프라의 부족이 본 서비스 

적용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식 지점을 설립하기 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대형 고객 기반을 찾는데 도움이 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물리적 지점 확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e-뱅킹과 지점의 연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인터넷 뱅

킹과 모바일 뱅킹은 매우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채널 환경은 고

객 접근에 매우 유용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의 소비 성향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이 있다. 많

은 은행들이 비용을 절감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에 투자를 했

고, 셀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고객

들을 그저 하이테크 기기에만 내버려두는데 따른 장기적 손실 역시 만만

치 않았던 것이다. 대면 접촉은,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고령 환자를 비

기업은행 &한국 후지쯔

기업은행, 포터블 IBK 로 경제성은 유지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면서 고객 앞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

고객의 바로 앞 까지 
다가가는 리테일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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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여전히 일부 고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또 어떤 고객들에게는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 보다 더 높은 

만족을 줄수 있는 반면 은행에 내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고객들도 있다. 

여기에 규제당국은 계좌 개설이나 고액 거래 등에 있어 본인이 직접 방

문하는 대면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 은행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 은행 지점을 넘어선 성과

포터블 IBK로 개별 지점들은 상품을 홍보하고 오피스 밀집지역, 병원, 대

학 캠퍼스등 일정 구역내 신규 고객을 확보할수있는 이른바 팝업 지점

을 구축할수 있게되었다. IBK 스마트 금융부의 김경태과장은 포터블IBK

의 성과가 7개 점포의 성과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을 뿐 아니라 그 생산

성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IBK의 전략은 지점을 없애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고객 일인당 순익이 높은 특정 타겟을 위해 활용하

면서 스마트 지점의 기본적 운용 효율성은 높이고 창구직원의 생산성은 

높이는 데 있다. 

포터블 IBK는 최근에 시작되어 그 성과 측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 부

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구축된36개 유닛은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다. 

•	 25,589 신규 계좌 개설(같은 기간 지점 평균 계좌개설수는 1,946 개)

•	 10,077 현금카드 발행(같은 기간 지점 평균 발생수는 1,730 개)

•	 24,616 건의 모바일 뱅킹 신청(같은 기간 지점 평균 모바일 뱅킹 전

환 건수는  1,135건)

결론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점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는 고객 만족도 극대화를 통한 브랜치 이용률 

증대에 좌우된다. 본 프로젝트는 고정된 면적의 지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

는 고객 기반을 확대함으로서 지점의 활용률을 극대화 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고객 만족율 역시 지점과 동일했다. 전반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기

존 투자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고객 기반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에

서 진일보한 리테일 뱅킹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출처: 기업은행

그림 1. 고객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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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 관점에서는, 2013년까지 장애인들도 접속할 수 있는 

APDDP를 준수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본 사이트는 국제 

웹 표준을 만족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

험을 선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업계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물론 장애우들에까지도 보다 나

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

전반적으로 본 프로젝트 진행 이후 거래 프로세스가 절반 혹은 3분의 1

로 줄어 대폭 능률화되었다. “가상 통장” 기능이 도입되어 거래 세부 내용

이 실제 통장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래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달력 기능이 추가되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응답적 웹 기능으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

에도 동일한 모양과 느낌의 사용 환경이 유지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

하는 동시에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소

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다. 스탠다

드차타드 은행은 한국의 IT서비스 기업인 SK C&C와 협력해 최신

의 IT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라도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금

융 환경을 조성했다. 당 행은 한국 은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첨단 

웹및 QR 기반의 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여 APDDP(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rsons)를 준수하는 한편, 고객 경험 향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는 영업 활동을 위한 원스톱 플랫

폼, 장애인을 위한 액세스, 고객 친화적 웹사이트가 한글 메뉴와 함께 포

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APDDP 규정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본 규정이 발

효된 2008년 이래, APDDP 모니터링 그룹은 전국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

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파급속도는 더딘 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은행의 본 규정 준수는 국내 은행 산업은 물론 전 세계적차

원에서 도덕적이고 책임감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슈, 목적과 타겟

사용자 관점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한국 고객을 위한 완전 한국

어 기반 메뉴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또한 스

마트폰, 타블렛, PC등 전반적인 기기에 걸쳐, 고객이 동일한 경험을 느낄 

수 있고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뱅킹 프로세스를 능률화하

는 유연한 웹기능을 도입하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 최초로 APDDP 준수 웹사이트를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가시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성공

포괄적 온라인 
위상 구축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SK C&C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쌍방향 
웹인터페이스를를 구축하는 데 성
공하였다. 특히 한국 최초로 당행
은 단일 소스의 지원을 통한 반응
형 웹을 통한 인터넷 뱅킹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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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홈페이지와 오픈 뱅킹에 제공되는 기능들은 간소화되고 통합

되어 서로 다른 채널과 미디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IT 직원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콘텐츠도 사업관리자를 통해 이전

되어, IT버전 발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타임투마켓이 대폭 향상

되었다. 또한 HTML5를 통한 언어 표준으로 모든 웹페이지 개발에 있어

서 유지보수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은행의 유연한 콘

텐츠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 웹사이트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직적 정보 아키텍처

(IA)대신 수평적 IA 가 도입되어 네비게이션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러한 

혁신성으로 타행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메뉴와 거래 구조의 간소화를 거

둘 수 있었다. 

 프로젝트 완료 3개월 후인 2013년 7월 기준, 33.5% 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거래를 했다. 이는 타 은행들의 약 10% 

수준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자 본 은행의 디지털 역량의 좋은 사례

라 할 수 있다. 

웹 접근과 다중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APDDP 준수를 위해 SK C&C와 협업하여 스마

트 비즈니스 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거래 및 비거래 서비스를 

위한 다중 운영체제(OS)및 다중 브라우저 개방형 웹 환경을 도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APDDP 준수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월드와이드웹

(WWW)를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스펙을 엄격히 준수하게 되었다. 이

로 인해  장애인이나 고령 사용자들도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어떤 

환경하에서든지 웹에 접속할 수있게 되었다. 따라서 차별없이 정보 접근

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다른 한편으로는, 본 프로젝트는 APDDP, 웹 접속, 웹 표준 가이드를 준

수하고 거래 관련 다중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를 활용함한다. 그럼으로써, 

다중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일례로 차트상 아웃풋이나 표 포맷

등을 위한 기타 거래 지원서비스 지원이 한층 원활해졌다. 

결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사항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쌍방향 웹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한국 최초로 당행은 단일 소스의 지원을 통한 반응형 웹을 통한 인

터넷 뱅킹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다중 디바이스 플랫폼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채널 운영 비용을 낮추며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고객 경험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거래를 제공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전략적 목적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

비스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요 디지털 은행으

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있다. 본 프로젝트는 APDDP를 준수하여 사회 

약자층을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활발하게 기업 이러한 전반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최근 한국

에서 개최된 아시안 뱅커 주최의 TIA코리아(Korea Technology Imple-

mentation Award)시상식에서 최우수 멀티 채널 관리 프로젝트 상을 수

상했다.  

금융 웹사이트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직적 정보 아키텍처(IA)대신 수
평적 IA 가 도입되어 네비게이션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러한 혁신성으
로 타행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메뉴
와 거래 구조의 간소화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림1. 은행권 세계 최초로 반응형 웹을 구축함으로써 PC, 스마트
폰, 태블릿등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사이즈로 인터넷뱅킹
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일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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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2004년 부터 신용 리스크 측정을 통한  내부 자본 

평가 프로세스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보다 심층적

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

해 NH농협은행은 신용 리스크 계산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투명성, 신용 

VaR 계산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정확성과 고성능 컴퓨팅 성능, 한층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했다. 2011

년 NH농협은행은 피스트글로벌과 공동으로 신용VaR 엔진과 신용 VaR 

데이터 마트 및 리포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시스템에서는 VaR 계산을 리스크 관리 툴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

한 리스크 측정을 할 수 있는 고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엔진이 요

구되었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매출

로 전환하기 위해 기대 되어지는 회수 및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스템을 갖춰야만 했다. 본 프로젝트에 적용된 피스트글로

벌의 리스크 관리 패키지인 RiskCraft™.MARKET은 시장 관리를 위한 효

율적 툴로서 정확성과 더불어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슈, 목적과 타겟

NH농협은행과 피스트글로벌과의 공동 협업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MCS) 평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복잡한 구조화 상품들을 다루기 위한 크

게 강화된 성능의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

은 물론 신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도 

요구되었다. 여기에, 도출된 결과들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도 필요했다. 

 세부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선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신용 리스크 측정 방법론 개발에 있었다. 두번째로는, 신용 리스크 계

산 엔진으로서 한층 발전된 방법론의 적용이다. 세번째로는, 필요한 데

이터의 추출, 전환, 로드를 위한 데

이터 마트및 로딩 시스템의 구축이

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계산 엔진

의 산출 결과는 물론 리스크 데이

터를 사용하는 리포팅 시스템의 구

축이다. 

프로젝트 특징 

피스트글로벌의 시장 리스크 관리 

패키지인 RiskCraft™.MARKET는 

개방형 아키텍처 도입을 통해 조직 

기능이 접하게될 변화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은 시뮬레이션 역량을 강화하

고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신용VaR(Value at Risk) 및 한층 강화된 리스크 측정 솔루션을 통한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용리스크 최적 관리

심층적 가치 평가 분석 구현

NH농협  은행 & 피스트글로벌

출처: 피스트글로벌

그림 1. NH농협은행은 한층 높아진 정확성으로 데이터의 계산, 추출, 전환, 로드및 리포트를 생성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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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Craft™.MARKET는 NH농협은

행의 다수 요구 사항에 부합했다. 첫

째, 본 리스크 관리 패키지는 시뮬레이

션 기반 상품의 가격 전체 평가 엔진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바젤2.5 요건

에 부합하는 스트레스 VaR 및 반전 스

트레스 테스트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

다. 둘째, 시장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위한 모든 프로세싱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3시간으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신

속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셋째, 

RiskCraftTM.MARKET 의 가격 책정 모

델은 외부 가격 책정 모델을 위한 가격 

책정 라이브러리를 더욱 보강했다. 넷

째, 한층 강화된 제한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본 리스크 관리 패키지는 인트라-

데이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성을 제공한다. 

결과

NH농협은행의 일반적인 리스크 요인의 관점에서 RiskCraft™.MARKET 

는 요인 계산 표준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상에서의 매핑 정의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평가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기타 매개 변수외에도 신상품, 추가 

상품및 다수 상품을 위한 유연하고도 독립적인 가격 책정 라이브리를 통

한 보다 정확한 상품 평가가 가능해졌다. 

 NH농협은행의 신용VaR 시스템 (NCVS)의 혁신적인 기능은 성능강

화, 안정적인 통계 평가및 스토리지 공간 절감으로 이어졌다. 구조화 상

품의 측정 시간을 크게 낮춰주는 상품인 Fast MCS 로직은 시장 리스크는 

물론 다른 프로젝트 성능의 핵심 기능이다. MCS로직은 하드웨어 비용을 

낮춰주고 전체 평가 기법, 정확한 측정 민감도, 적시 보고를 지원한다. 특

히 NH농협은 피스트글로벌과 함께 가능한 측정값을 추가함으로써 그때 

그때 요구되는 구축을 가능케 했다. 

 바젤 2.5 규제의 스트레스  VaR하에서 핵심 기능에 대한 측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은 반대 위험 상황 분석가 더

불어 이제까지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규제 변화로 인

해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술이 얼마나 손쉽게 변경되어 신속

하게 새 규제를 준수할수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프로젝트로 NH은행은 전체 평가 기법을 통한 시장 리스크 측정으

로 리스크 측정 역량 강화, 시장 리스크의 적식 리포팅, 동시 모니터링을 

통한 제한 관리 기능 강화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결론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간단한 요소 분석으로 관

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심층적 평가 분석 없이는 구조

화 상품과 같은 비선형 인스트루먼트들은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호하기에

는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NH농협을 위한  피스트글로벌의 RiskCraft™.

MARKET 은 전체 평가 분석을 지원하여 은행이 기관이 효과적으로 관리

할수있는 도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스크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NH농협의 시스템은 한층 복잡한 고용량 금융 인스트루먼

트들을 다루면서도 일별 VaR분석및 리포팅, 인트라 데이 실시간 시나리

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개발된 분석적 신용 VaR배포 방법론에 기반한 NCVS는 보다 낮

은 수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기여 VaR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수있

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또한 PCA, 팩터 모델및 분석적 VaR과 같은 방법

론들로 신용 VaR은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현하

게된다. 

 NCVS의 가장 큰 특징은 성능 향상, 안정적인 통계 가치및 스토리지 

용량 절감을 들 수 있다.  

출처: 피스트글로벌

그림2. RiskCraft™.MARKET 시스템은 시장 리스크 관리 를 위한 효과적인 툴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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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로 한국 내 모바

일 뱅킹 사용은 2013년 2분기 10.2% 증가했다. 특히 모

바일 뱅킹을 통한 거래와 무선 기기를 통한 뱅킹 서비스 접속은 하루 1조

3900억원(12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

넷 뱅킹 가입자수는 매 분기 2.5% 증가해 6월 말 기준 9160만명에 달

한다. 90% 가 넘는 가구가 저렴한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할 수있으며 전

체 인구의 60%가 넘는 30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첫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출시된지 10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 뱅킹은 고

객들이 데스크탑 PC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부터 하나은행은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

비스를 출시해왔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최초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

인 하나 N뱅크,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최초의 개인 지출관리 앱인 하나 

N머니, 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국내 최초의 기업 뱅킹 서비스인 하

나 N CBS, 외국인을 위한 최초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하나 N미니 등은 

모두 하나은행이 모바일 뱅킹 분야에서의 선구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들이다. 이처럼 모바일 부문에서의 혁신과 성과를 인정받아 하

나은행은 아시안뱅커 주최 금융IT부문 여러 시상식에서 최우수 모바일 뱅

캥 이니셔티브, 최우수 모바일 소셜 미디어 참여 프로젝트, 최우수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부문 상을 수상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 N월렛(N Wallet : 전자지갑)

2011년 하나은행은 모바일 지불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위

해 IT파트너인 핑거(FINGER)와 협업하에  N월렛을 선보였다. 

 

 N월렛은 사이버 지갑으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 상에서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은 수의 오프라인 채널과 고객 기반에서 

비롯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신세대 고객들이 적은 기

존의 고객 포트폴리오를 개선함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

들의 니즈에 부응하며 저비용 채널을 확대하고 지불중계 (PG)서비스에

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인터넷 파급에 은행들이 적절한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한국내 지불중계 서비스 및 기타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

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양방향  P2P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N 월렛은 계좌번호나 한국 금융

당국이 온라인 금융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없이 P2P 자금 이체를 지원

한다. 이러한 양방향 P2P 서비스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결과 

경쟁사들도 또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양방향2P2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점 구축과 허가및 관리 비용 측면에서 추가 비용 발생이 

따르는 지점 수를 늘리지 않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힘들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신규 고객 유도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다.  은행

의 부가적인 서비스가 고객에게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서

스마트폰 뱅킹 분야의 선두 주자인 하나은행은 혁신적인 온라인 전략을 통한 
신세대 고객 기반 겨냥, 동시에 강화된 보안 툴로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초점 

한 차원 높아진 
모바일 뱅킹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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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은 하나은행의 매출 가운데 계속 증가하

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들 서비스는 특히 은행의 미래 매출의 기반이 

될 젊은 세대에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N 월렛은 하나은행의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하면 그 비중은 낮지만 마케

팅 툴로서 신규 고객들을 유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성과 

지표는 바로 하나은행을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 고객에 대한 유인이 

될 것이다. 은행측은 이러한 신규 고객 유인율이 약 18.2% 정도가 되는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다양한 거래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수

익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프라인 지점에서의 영업활동을 통

한 고객 유치보다 N월렛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는 보다 효율적이라 할수있다. 

2012년 하나은행은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N 월렛을 선보였고 이에 아

시안뱅커는 본 프로젝트를 최우수 모바일 뱅킹 이니셔티브로 선정했다.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

N 월렛뿐 아니라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들과의 차별화를 기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를 파고들어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하나은행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개발에만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심층적인 리서치

를 실시한 이후 SNS를 통한 높은 시장 잠재력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아닌 SNS채널

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하나은행은 페이스북과 트

위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고객들에 다가가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인 SNS 마케팅 이니셔티브의 하나로서, 하나은행은 20~30대

의 젊은 세대를 고객기반으로 유인하고 고객 만족을 증대시키기위해 페

이스북 버추얼 지점을 런칭했다.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을 통해 제공되는 

효율적인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는 고객들을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재

무 전문가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기존의 하나N뱅크와 하

나N월릿과 연계해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자사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은 예금,할부,대출, 외환, 펀드, 방카

슈랑스, 연금, 모바일및 인터넷 뱅킹, 기업 금융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출처: 하나은행

그림 1. 하나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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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은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들과 상담을 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

한 정보와 쿠폰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은 페이

스북 사용자들로 하여금 은행 상품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배너를 통한 뱅

킹 플랫폼에 손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

델은 고객 정보를 모아 훌륭한 마케팅 툴로 사용할 수있게 끔 함으로써 큰 

잠재 기반이 되고 있다.  

 은행 비즈니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지향적 서비스로 빠르게 변화

함에 따라 하나은행은 페이스북에서 버추얼 지점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러한 비즈니스 플랫폼

은 은행의 대 고객 관계 강화및 시장에서의 하나은행 브랜드에 대한 인지

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SNS채널상에서의 기부

에도 영향을 미쳐 하나은행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크게 향상시키

고 있다. 또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은 고객의 나이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면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은행 상품, 이에 대한 고객관심에 대한 유용

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 및 보안

한국에서 모바일 뱅킹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

이션 보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

일 뱅킹 앱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모바일 뱅킹 보안을 위해 하나은행은 IT

파트너인 NSHC, 엔시큐어와 함께 자사의 앱을 해킹 공격으로부터 보호

하고자 두 개의 보안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정합성 검증을 통해 앱 변조

의 방지와 난독화및 암호화를 사용하여 앱을 보호함으로 모바일 뱅킹의 

보안을 더욱 보강했다. 

 금융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IT전략은  고객을 위한 안전한 금

융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있다. 뱅킹 애플리케이션이 높은 수준

출처: 하나은행

그림 2. 하나은행은 혁신적인 실시간 고객 지원및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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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폭넓은 해킹  침입을 봉쇄할 수 있는 다양한 보

안 솔루션이 금융 애플리케이션 위에 올라가 구동되고 있다. 그러나 앱이 

일단 배포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을 뚫고 재조합하여 보안망을 무력화시

키는 가짜 애플리케이션과 관계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은행의 

금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하나

은행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변조 애플리케이션

의 서버 접근을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변조, 분리하려는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방형 환경, 이동성, 연결성을 다

루면서도 안전환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구동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보호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를 준수

하는 데 있다. 

 앱 변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본 프로젝트는 해킹 공격

을 차단하여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

였다. 그 결과 하나은행은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선도적인 경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

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앱 변조에 대해 실용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구

조를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결론

하나은행은 한국 금융 시장에서 스마트폰 뱅킹 분야의 선도주자다. N월

렛은 한국 은행 산업뿐 아니라 지불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뒤따

라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전자지갑 시장

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한국의 모바일 뱅킹을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며 최우수 모바일 뱅킹 이니셔티브 상 수상으로 이 부

문에서의 하나은행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나은행 N월렛과 더불어 고객을 사기, 사이버 공격, 서비스 오용으

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자사의 모바일 보안 표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나은

행은 폭넓은 청사진을 보고 보안 이슈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실행하고 모

바일 폰 시장을 겨냥한 심층적인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최우수 모바일 보

안 프로젝트 상을 수상했다. 

 하나은행은 페이스북 버추얼 지점을 통해 신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미

래의 고객에 투자함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객 만족은 물론 사이버 지점을 통한 신속한 거래는 하나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젊은 고객들을 유인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3개의 최우수 모바일 프로젝트 부문 상을 수상했다.  

출처: 하나은행

그림 3. 하나은행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정합성 유효화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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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전체 자산규모 288조원(27억4000만달러), 고

객수  28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국 최대 은행이다. 이는 

한국인 2명당 한명이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지점망은 역시 전국 1,199개로 한국 최대 규모다. 

 국민은행은 주요 채널, 비즈니스 라인, 시스템 등을 대폭 발전시킨 대

규모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고도의 금융 IT 시스템을 보유하

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개최된 TIA( Technology Implementation Award ) 

코리아 시상식에서 무려 9개 부문에서 성과를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으

며 본 자료는 각각의 부문에서 국민은행이 보여준 역량과 성과에 대한 개

요이다. 

최우수 스마트 지점 프로젝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민은행은 고객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들이 

원하는 금융 니즈를 충족할수있도록 하는 금융 환경을 제공을 모색했다. 

국민은행, TIA코리아 2013 서 무려 9개 부문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뛰어난 IT역량 과시 

전사적 IT시스템 구축

KB 국민은행

출처: 국민은행

그림1. KB 국민은행 여의도 스마트 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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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스마트 지

점 설계 프로젝트로, 이로 인해 젊고 혁신적인 브

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비용 효율적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거두는 데 추진 목적

이 있다. 스마트  지점은 또한 금융 환경과 금융 트

렌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되

었다. 

최우수 ATM 및 키오스크 프로젝트

국민은행은 자동 통장 발행 기기를 구축하여 그동

안 창구에서 긴 줄을 서야했던 불편을 없앴다. 고

객들은 이제 스크린에서 “통장 재 발행” 버튼만 누

르면 새 통장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된다.  

 창구에서 창구 직원의 통장 재 발행 업무가 혁

신적인 통장 자동 발행 기기로 대체된 것이다. 본 

기기의 도입으로 고객의 대기 시간은 크게 줄어들

었고 본 기능은 각종 세금및 각종 공과금 지불로도 

확대되어 그 효용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최우수 셀프 서비스 뱅킹 프로젝트 (이니텍 공동 수행)

국민은행은 이니텍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자사의 셀프 서비스 뱅킹 역량을 

확대했다.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민은행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

며 현재의 기능및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을 계획했다. 

 국민은행의 오픈 뱅킹 프로젝트는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가 PC와 스마트 기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 되었다. 모듈형 스크

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는 자동 감지를 통해 다중 기기에서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개별 기기에는 패드타입이 적용되었다. 

최우수 코어 뱅킹 프로젝트(한국IBM공동 수행)

2008년 이후 인수합병을 단행했던 국민은행은 합병에서 비롯한 복잡한 

IT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는 체

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준화 전략의 도입이 없이는 더이

상의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민은행은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신 IT 시스템 운영및 능률화를 

위해 성능, 안정성, 관리 효율성, 유연성, 보안, 확장성등의 요소를 고려해 

IBM의 메인프레임을 자체 코어 뱅킹 플랫폼으로 선정했다.새 코어 뱅킹 

시스템의 도입으로 은행은 상품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당행의 상품

에 대한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통제권 등 주요 뱅킹 강점을 획득할 수 있

게 되었다. 

출처: 국민은행

그림2. KB 국민은행 데이터센터

출처:KB국민은행

그림3. KB국민은행은 최우수 셀프 서비스 뱅킹 프로젝트로 PC와 스마트 장치에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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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우수 금고 관리 프로젝트로 운용성이 있는 인프라에 적용하여 자본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우수 기업 지불 프로젝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공동 수행)

국민은행은 파이낸셜 데이터 시스템과 공동으로 

고객의 니즈에 보다 신속히 더 잘 부응하고자 금

고 시스템을 한층 개선했다. 

 본 프로젝트는 업무 프로제스 자동화 및 능률

화를 통해 처리시간과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냈

다. 또한 마케팅과 경영정보의 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판매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우수 대출 플랫폼 프로젝트 

(KB데이타시스템즈 공동 수행)

본 프로젝트로 국민은행은 대출기업의 문제를 조

기에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개선함으로서 

리스크에대한 선행적 관리체계가 가능해졌다. 

 첨단 경고 시스템의 도입으로 통계 분석을 

통한 100여개의 조사 기법들을 사용하고 특히 

만기 도래율과 같은 민감한 아이템의 애플리케

이션을을 통해 조기 경고 타이밍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같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기 경보 

체계는 심사관계자들과 지점의 업무량을 경감해 

준다. 

출처: KB국민은행

출처: KB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그림4. KB국민은행은 최우수 기업 지불 프로젝트로 업무프로세스 시간과 생산성을 
개선 시켰다

출처: KB 국민은행

그림 5. KB ITSM

TIA Celebratory Edition-2013_Korean.indd   20 20/1/14   3:29 PM



21 The Asian Banker Special Edition

최우수 금고 관리 프로젝트(유채널 공동수행)

KB-UFS 금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행은 새로운 수익라인을 확보하

고 금융 파이낸싱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게되었다. 

 KB-UFS는 표준 로컬 세금 시스템, 지방정부의 E-로컬 금융 관리 시

스템을 포함한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상호 운용성이 있는 인프라에 적용

하여 통합 관리하고 자본의 흐름을 감시한다.  본 시스템은 또한 투명한 

자본 흐름을 통해  실시간 검색 기능과 회계 오류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최우수 보안 및 리스크 프로젝트 (투씨에스지 공동수행)

국민은행의 기존 시스템은 데이터 검색만 하루에 12시간이나 걸리는 등 

빅 데이터 환경에서 중요한 로그 스토리지, 검색, 상호연관성 분석에 있어 

효율성과 속도가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투씨에스지와 협업하여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ATP 공격으로 인터넷 교환 시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는 물

론  속도 지연을 관리하고 실시간 보안 로그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

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우수 인사 시스템(HR) 프로젝트 

(화이트정보통신& KB 데이타시스템즈 공동수행)

자산 및 자본거래량 기준 한국 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전국민의 절반

이 넘는 2800만명의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시스템에 등재된 임직원이 2만1천여명이 넘는 국민은행으로서

는 기존의 노후 HR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완전히 교체해

야만 했다. 국민은행은 자사의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위해  화이트

정보통신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MyHR” 로 국민은행은 은

행 전반의 인사시스템을 표준화 했을 뿐 아니라 인사 프로세스 역시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

국민은행은 위의 9개 프로젝트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통해 은행이 보유

하고 있는 금융IT에 대한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다. 또한 이

들 프로젝트들은 오늘날 한국 은행 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진 IT 프로

젝트 추진 사례로 기록 될 것이다.  

그림 7. 최우수 HR시스템 프로젝트로 은행 전반의 인사시스템을 표준할 수 있었다

출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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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이 전세계 금융 위기로 위축되었지만 리스크 관리

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한 금융 툴들은  점

점 더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인스트루먼츠’ 불

리는 이들 금융 툴들은 금융 기관들이 불황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비우

호적인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매출을 창

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리스크를 관리

하면서도 이러한 시장 기회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금융기

관들은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춰야만 한다. 

 2006년부터  NH농협 증권은 자사의 IT 파트너인 피스트글로벌의 

RiskCraftTM.MARKET R2 버전을 시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해왔

다. 그러나 금융 환경, 규제, 시장 포지션및 금융 상품들은 점점 더 복잡

해졌고 기존 버전들은 더 이상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리스크및 시장 요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NH농협 증권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회사측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

기위해,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고성능 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고성능 계산 엔진, 유연하고 사

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바젤2.5 요건을 맞추면서도 결과를 검증할 

수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슈, 목적과 타켓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신규 규제및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  바젤2.5 규제준수, 결과 검증 및 평가 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MCS)이 필요한 동시에  투명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구하

는 복잡한 구조화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있다. 

 NH 농협증권은 모든 요건 사항 및 입력 데이터를 정의한 뒤 IT파트너

인 피스트글로벌과 협업하여 RiskCraftTM.MARKET R3 버전에 기반한 시

장 리스크 시스템의 새 버전을 구축했다.

NH농협증권-피스트 글로벌, 정확성, 성능및 확장성이 대폭 강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인 
RiskCraft™.MARKET 도입

전방위 평가 및 실질  
가치 측정 을 위한 리스크  
관리 툴 도입

NH 농협 증권 & 피스트 글로벌

본 프로젝트는 구조화 상품의 측정 
시간을 낮췄을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방법론, 그 가운데에서도 가
치평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마켓 
리스크 관리를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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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공하는 리스크 측정은 

본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였다. 본 프로젝트는 

구조화 상품의 측정 시간을 낮췄을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방법론, 그 가운데에서도 가치평

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마켓 리스크 관리를 

최적화하였다.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시 리포

팅과 동시 모니터링 역시 수행되었다. 

 금융기관들의 트레이딩 계좌 규모와 매출

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장 리스크 관리는 특

히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은VaR측정을 도출할 뿐 아니라 수요 인덱스 

측정과 분석적 리포트를 생산해준다. 이러한 

기능들은 리스크 관리에 특히 중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영업일 시작 전 조기 리포팅

과 같은 다양한 인덱스가 도입되었다. 뿐만 아

니라 새 시스템의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트레

이딩 부서에서 사용되는 정확하고 가치가 높

은 정보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본 프

로젝트로 인해 시뮬레이션 횟수가 한층 늘어

난데 따른 것이다.  

 피스트글로벌의 Fast MCS 방법론 적용은 

가격 책정 테크닉과 시뮬레이션 프로세싱에 

요구되는 만큼 구조화 상품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스트글로벌은 RiskCraftTM.MARKET 

R3에 새로운 MCS엔진을 추가했다. 이로 인

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처리 시간은 100분의 1로 단

축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결론

금융 툴가운데 특히 트레이딩 툴들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큰 진보를 거듭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툴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

장 리스크 시스템은 그러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기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개방형 아키텍처에 기반한 RiskCraftTM.MARKET은  기

관이나 조직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자사 모델들을 시스템에 연결시키

거나 해당 기관에 요구되어 지는 고유한 기능들을 기존 시스템에 손쉽

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게끔 개발

되었다. 

 RiskCraftTM.MARKET R3는 고성능 확장성을 제공하여 시장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인 툴이다.  전세계 다수의 금융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피스트글로벌은 시장 리스크 시스템 분야 선도적인 기업이며RiskCraftTM.

MARKET는 가치평가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여 기관이 모든 리스크 

요인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프로젝트로 NH농협증권과 피스트

글로벌은 아시안뱅커 주최 TIA Korea (Korea Technology Implementa-

tion Awards)시상식에서 최우수 거버넌스 및 마켓 리스크 프로젝트 부문 

상을 수상했다.  

출처: 피스트글로벌

그림1. RiskCraftTM.MARKET의 구축으로 고성능 확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출처: 피스트글로벌

그림2. RiskCraftTM.MARKET은  마켓 리스크 관리에 있어 요구 되어지는 모든 기능을 갖추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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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TIA코리아에서 선정된 각 금융기관 IT리더들 모습 
2. 베스트 코어뱅킹 구축 프로젝트 : KB국민은행 & 한국 IBM
3. 베스트 데이터 및 분석 프로젝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테라데이타
4. 베스트 모바일 뱅킹 프로젝트: 하나은행 & 핑거

지난 10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뱅커 2013 TIA코리아 
시상 축하 만찬 자리에서 금융계, IT업계의 선정된 리더들이 수상했다. (사진) 
 ‘뱅크 3.0’ 의 저자인 브렛 킹의 기조연설에 이어 혁신적인 베스트 사례 및 베스
트 업적에 대한 금융 IT혁신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아태지역 최고 권
위의 금융권 IT 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였던 만큼 수상 기관은 테크놀
로지 구축능력에서 벤치마킹의 주요 기관이 되는 동시에 국내 및 나아가 역내에
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된다.

2

3

4

1

2013 TIA코리아 시상 축하 만찬

한국 금융IT부문 혁신리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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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스트 HR 시스템 프로젝트 : KB 국민은행 & 화이트정보통신, KB데이터시스템즈
6. 베스트 지점 자동화 프로젝트: 기업은행 & 한국 후지쯔
7. 베스트 스마트 브랜치 프로젝트: KB국민은행  
8. 베스트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 하나은행 & NSHC ,엔시큐어
9. 베스트 거버넌스 및 마켓 리스크 프로젝트: NH농협 증권 & 피스트글로벌
10. 베스트 셀프 서비스 뱅킹 프로젝트: KB국민은행 & 이니텍
11. 베스트 CRM 프로젝트: 신한은행 & LG CNS

5 6

7 8

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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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스트 멀티 채널 관리 프로젝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SK C&C
13. 베스트 금고 관리 프로젝트: KB국민은행 & 유채널
14. 베스트 모바일 소셜미디어 참여 프로젝트: 하나은행 & 아이포유네트워크
15. 베스트 대출 프랫폼 구축 프로젝트: KB국민은행 & KB데이타시스템즈
16. 베스트 거버넌스 및 크레딧 리스크 프로젝트 : NH농협은행 & 피스트글로벌
17. 베스트 보안 및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KB국민은행 & 투씨에스지
18. 베스트 기업 결제 프로젝트: KB국민은행 &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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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모니터 & 국가별 프로파일 워킹그룹  

 w w w. t h e a s i a n b a n k e r. c o m

최신 금융 IT 모니터 및 국가별 프로파일 워킹그룹 회원이 되시면
주요국가 각 은행의 정기 업데이트 및
아래와 같은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IT 예산 지출에 따른 국가별 자세한 데이터 및 은행 정보 제공 

 금융IT 투자, 주요사업, 강점에 대한 비교분석 

 특정 은행 프로파일-개별단위 IT지출 데이터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제공

 각 국가별 금융IT 투자현황 및 최신 주요사업 정보 제공

 중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등의 아태지역 주요국가 프로파일 열람 가능

Purchase Online
www.theas ianbanker.com

or contact us at

Tel: +65 6236 6532
Fax: +65 6236 6530

Email:jchua@theasianbanker.com

2013 TIA코리아 시상 축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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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Updates Videos Event Notifications Mobile Whitepapers

The AB500 
Strongest Bank 
Balance Sheets 2013 
is out now.
CLICK TO VIEW THE TOP 20

YOUR 
SOURCE FOR 
LIVE FINANCIAL
NEWS & DATA
ANYTIME.
ANYWHERE.

Scan the QR code to download the app

THIS WEEK’S LATEST -

Whether you are cracking your head over the latest regulations or figuring out better ways 
of increasing your wallet share, The Asian Banker mobile phone app feeds you with 
in-depth news analysis on current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ile 
providing alternative standpoints made by our perceptive editors and team of researchers.

If Asia is what you are looking at, there’s only one place to turn – The Asian Banker mobile 
phone app – available for iOS and Android download.

Enqueries or comments? Connect with
Amrita Sareen
(65) 6236 6506
asareen@theasianbanker.com

DOWNLOAD 
THE ASIAN BANKER MOBILE PHON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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