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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의 새로운 이슈 CRM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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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적용 전략

I
인터넷뱅킹

次〉

(Internet

서

론

Banking) 이 금융계의 하나의 트핸드로 자리잡고 있다

(business) 의 실현이 금융에서 이루어진 예이다

e- 비즈니스

e 비즈니스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에 가장 시의적절한 도구를 제공하

는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사업부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은행의 e- 비즈니스화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의 등장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는 이미 넷뱅크 (Net

Bank) Y.

에그뱅크 (Egg

Bank)

와 같이 전문 인터넷뱅크가 등장하여 성엽 중이며， 기존의 은행이 인터넷뱅킹 업무를 담당하

는 인터넷뱅크를 열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통일한 방향으로 인터넷뱅킹이 진전되리

라는 전망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에서

직에 속한 임직원의
있다

e

e

비즈니스를 추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지적이

따라서 e-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1 전사적인 e- tl ] 즈니스 체제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e- 비즈니스의 특정인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고객을 사이버 공간에 유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
•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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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러 사업간에 정보의 공유가 창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것은 포털이란 개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간략히 정의하자면 기업의 내외부의 고객

이 모두 한 곳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의 정보공유 활성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렇지만 전략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한
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조직의 내부에서 지식으로 축적되는 지식 경영으로
연결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넷째， 사이벼 공간에서의 고객과의 관계 (relationship) 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e 비즈니스 성공의 하나악 관건이다 e 비즈니스는 기업과 고객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특정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한 사실이 기업의 입장
에서는 개별 고객에 대한 지식으로 남아 이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투원(1 to 1) 마케팅의 실현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원투원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는 자명하다

기존의 매

스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고객 관계 경 영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e- 비즈니스 전환의 결과로 인터넷뱅킹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 분야
가 유망하고 또 미래 성장 예상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방안 중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인터넷뱅킹의 성공조건으로서 CRM의 활용

을 살펴보는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II. 인터넷뱅킹에 대한 이해
최근 인터넷을 새로운 경쟁의 무기 (new competitive weapon) 로 사용하지 않는 산업분
야를 찾아보기 어렵다

1 차 산업이라는 농업이나 입업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

인 비즈니스 (conventional business) 에도 적용이 되어 블릭앤클릭 (blick & click) 비즈니
스가 등장하여 성공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하물며 3 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은행업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미 국내 은행에서도 1990년 중반부터 미래의 은행상

을 그리면서 항상 염두에 둔 것이 은행업무에 인터넷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꿈이 실현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세계의 주요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이란 새로운 업무영역 내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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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뱅킹 전문 은행도 문을 열고 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예
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런 인터넷뱅킹의 잠재력과 발전방향 및 한계점을 짚어 보고， 그 중

에서 CRM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인터넷뱅킹의 정의

인터넷 뱅킹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지는 전자상거래의 여러 유형 가운데 오픈 네트워크 (üpen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하

N etwork) 로서의 인터넷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인 전자금융， 특히 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엽무에 전산장비와 정보기술이 접목될 경우는 물론， 금

융서비스자체가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될

경우를

포괄적으로

전자금융 (on-line

lïnancial service 혹은 electronic lïnancial service) 이라 정의된다 특히， 고객이 PC 등
의 전자장비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거래 금융기관의 자기계정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인터넷금융이라 정의한다‘
은행서비스가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on-line banking 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정
의를 빌려 논의를 전개한다

。 리 모트뱅 킹

(remote banking)

전화， 쌍방향

TV.

인터 넷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직접적인 대연거
래의 반대개엽으로 사용된다‘
。 PC 뱅킹 (PC

banking) :

VAN사업자나 전용선을 통하여 고객의

PC 가 은행의 호스트

컴퓨터와 접속되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장착된 PC 에서만
가능하다

。 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고객이 PC 나 기타 인공지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여 은행의 자기계정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2

인터넷뱅킹의 잠재력과 한계

인터넷뱅킹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기존 은행에서 가장 고민할 부분이
다

기존 은행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보완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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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기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논쟁보다 생산적인 것은 이 분야의 잠재력을 예

측해 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뱅킹의 장재력

올 짚어본다.
인터넷뱅킹 잠재력의 크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살회볼 수 있다

우선 수요자 입

장에서 잠재력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터넷뱅킹

잠재력의 크기는 얼마나 소비자연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함수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다른 방식보다 얼마나 연리하고 간연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가에

초점올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PC 뱅킹이나 폰뱅킹과 비교한다면 편리성에는 이미 경쟁
의 경지를 넘어선 상태이다

통화 중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의 속도로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은행구좌에 접속하여 은행 일을 고객이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터넷뱅킹 잠재력의 크기는 소비자 선택범위 합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택범위가 넓을수록 인터넷뱅킹의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무엇을 얼마나 더 보탤 수 있는가에서 인터넷뱅킹의 잠재력은 결정될 것이다다음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첫째는 서비스제공비용올 상당히 낮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점포 및 물리적인 네트

워크 구축비용이 거의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다. 한가지 사
례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점포 댈러비용이 거래당 1 달러를 초과하는 데 비해 인터넷거래

비용은 10 센트에 불과하다

〈표

1)

고객접점에 따른 거래당 비용

(단위
고객접정

점포운영

거래당비용

(Full Service Branch)

l. 07
0.54
0.27
0.015
0.01

폰뱅킹

ATM
PC 뱅킹
인터넷 뱅킹

자료

달러)

Goldfinger , Charles , “ Electronic Money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Status , Prospects and Major Issues'" 1996 , 8
(http://www.ispo.cec.be/infosoc/eleccom/elemoney . htm l)

둘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전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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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누구인지 잘 안다연 그에게 어떤 상품을 어떻게 권유하면 판매로 이

어질 것인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것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

이런 점이 앞으로 논의할 CRM 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즉， 인터넷뱅킹의 장재력을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발전의 방향성과 속도는 대
략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보안문제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곧 되려라는 관

측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다소간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의 속도와
폭에 따라 인터넷뱅킹의 발전은 제한을 받는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지방 사이에 인터넷 환경의 격차는 상당부분 존재한다

셋째는 다소 문화적인 제약으로 고객들이 즐겨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보기까지의 학습과
익숙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는 사실 한번 짚

고 넘어갈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란 대세를 은행이나 은행의 고객이 수용할 것으
로 보인다

2.3

우리나라 인터넷앵킹의 트랜드

2.3.1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전망
기존 연구에 따르연，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전망을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로 요약할 수 있다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므로 앞으로 각각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
특히 네 번째에 주목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소극적으로는 기존

고객의 유지 및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고객의 확보 및 거래의 확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CRM 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 고객정보의 분석과 효과적 이용， 상품조합， 및 eAdvice 가 더욱 중요해진다
。 고객정보의 효과적 사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구조를 변화시킨다
。 선발업체에 대한 프리미엄 (first-mover advantage) 이 존재한다
。 인터넷뱅킹 경쟁에서 처지는 은행은 우량고객을 경쟁회사에 잃게 된다
。 정보기술회사의 금융서비스부문의 진출이 증가될 것이나 분야가 제한된다

。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negative-sum game 이다
。 업종별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1 영업방식별 차이도 점차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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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문제점

기존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뱅킹을 실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존재한다

이를 간략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

가도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그 중에서 외국은행의 인터넷뱅킹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
으로 새로운 고객관리기법의 적용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CRM 의 도입 및 활용이 펼요하다

O 금융기관의 환경적용 능력 부족
。 인터넷금융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환경 미비
。 경쟁 및 혁신 제한적 규제
。 법령과 건전성 규제의 미비

。 기존금융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비효율적 투자의 가능성
。 외국은행의 인터넷금융 확대에 따른 시장잠식 가능성

2.3.3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해결과제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는 크게 금융기관의 입장과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다르게 존재한다

제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기관의 대응과

선행연구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고객관계의 개선 및 정밀화라는 부분의 해결책으로 CRM 을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 새로운 영업방식의 정착을 위한 투자와 노력
。 척정한 투자의 신속한 집행(관료주의의 배제)
。 고객관계의 개선 및 정밀화

。 다양하고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외국 금융기관에 대응)
。 제휴(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규모의 경제 추구

。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사이버 공간에서도 브랜드 파워 형성)

다음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대응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전

자금융의 확대를 통해 얻어지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혜택이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균형

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금융체계의 구축과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금융기관의 노력과 금융기관간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금융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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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

0

인터넷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저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 빛 감독의 자제

。 금융산업 진입

。 절도·사기

퇴출기준 및 소유구조 규제 재정립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 예방

。 사생활 침해 • 소외계층 대책 등 소비자 보호
。 볍규 정비 및 제정과 시장참여자의 법규 준수( compliance)
。 위험관리

。 국제적 공조

ill. CRM 에 대한 이해
3.1 CRM 이 필요한 이유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는 고객지식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고객관계 관리의 필요

성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증대하고 있다- 수익지대 (profi t zone) 가 어디에 존재하
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기업 가치 향상에 관건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이 경영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림

1 > 고객관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고성장 기업들의 고객관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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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프라인의 기업은 물론 온라인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CRM 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 이익을 증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

고， 이미 서비스 이익 사슬 (service profit chain) 에서 제안된 흐름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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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

바랍직한 고객관계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용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방법론으로 고객관계 관리의 출발점으로서 정보 제공 및 각종 의사소통을 위한 고객

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커

뮤니케이션 수단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e-메일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전화， 비디오， 메일과 인터넷을 통합하는 고객관계 관리 전문 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서비스 이익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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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RM 의 정의

고객관계 경영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은 수익성 있는 로열티
고객 형성을 위한 고객관계에 대한 통합적 어프로치이다

CRM 은 목표 고객을 규명하고 그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기업과 고객간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수익성
있는 로열티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고객 접점에 있는 종업원들이 고객정보에 용

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에서의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로열티 고객의 높은 재구매율 및 긍정적 구전 효과 등은 CRM 이 기업 수익성에 미
치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만족한 고객을 기업의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CRM의 목적이며， 만족 고객을 로열티 고객으로 개발하여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 CRM 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CRM을 추진하는 e-CRM 의 이슈가 동장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RM 과 e-CRM 을 비교하연 〈그립 4> 와 같다

e-CRM 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와 대 고객마케탱을 중심으로 고객관리를 지원하며， 서비스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개인별로 서비스를 지원받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댐이다‘ 이는 웹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CRM을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
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점차 CRM과 e-CRM 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았다
〈그림

4> CRM과 e-CRM 의 비교
CRM

l:II

• 오프 라인 사업에 적용
• 영업정 방문올 통한 구매

• 온라인 사업에 적용
• 쇼영올 방문자， 동륙회원，

고객이 대상

구매회원이 대상

·구매정보분석

• 회원속성 정보， 방문정보，

• TV 둥 얘채광고， DM , 텔

구매정보 분석

레마케탱 퉁 이용

•

e-CRM

• 배너광고， e-mail 마케팅‘

고객관계전략 수립， 고객

ltol

연구，

데이터마이녕， 고객연결기

DBM/CRM

프로셰

스 적용

마케탱 활용

술， 데이터얘어하우정 적용

3.3 CRM 의 성공조건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CRM 의 성공조건은 다읍과 같다
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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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 의 통합화
。 정보기술의 활용

。 내부 만족도 향상
。 조직적 지원

N. 적용 전략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간단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고객관계 관리에 앞서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CRM 의 통합화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이 CRM 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 통합적

CRM

실행을 위해 정보기술의 활용과 종업원들의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이다

。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조직적 지원 둥

특히 인터넷뱅킹에서 앞에서 쌀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전망 그리고 특정과 연결하여， 고
객 관리에 인터넷 활용하여 CRM 을 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고객， 특히 목표 고객틀에게 가치있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 e 메일을 통해 기존 고객과 정규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즉， 블릭앤 클릭으로

가야한다

。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e- 메일을 이용하여 가능한 신속， 정확하게 개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경험을 고객지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도 좋다
。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창구로 인터넷 웹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에 마케팅의 펼요성이 있다

가능한 기존 고객의 웹 사이트 이용을 확대시키고， 이

를 통해 신규 고객들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 간략한 연구는 향후에 많은 보완과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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