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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금융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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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핀테크(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이 시장에
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5년간 국내 전자금융 연구에 대한 동향
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 논문 184편을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2008

년에 2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표 부수로는 정보보호학회에서 35편으로 가장 많이 발간했다. 사회
적 이슈가 등장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며 전자금융의 경우 연구가 많이 되는 순서는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과 제도 순이다. 또한 전자금융 영역에 연구가 미흡한 부분은 결제수단발행 전자고지, 에스크로 분야이다. 전자지
급결제 부분은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에 도
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전자금융, 보안과 인증, 법과 제도, 메타분석, 연구동향 분석, 핀테크
Abstract  As issues of Fintech(Financial technology) emerge, research on electronic banking is growing and 
garnering much attention in the market. This study analyzed 184 studies on e-banking over 15 years, from 
2000 to 2014. Using meta-analysis, the paper draws attentions to the trends in domestic electronic banking 
studies. Interest peaked in 2008, when 28 papers were published and 35 theses i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were announced. This research focus emphasizes the impact of e-banking services,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nd laws and regulations on society. Electronic payment systems are a focal point of research o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Research on the e-finance market have influenced studies on the financial 
progress and other social issues. Benefits of this research inclu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ends in 
electronic banking studies and its influence on related fields, as well as help electronic banking-related policies 
and techn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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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자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이금융업의핵심업무를수행하고있는환경에살고있

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핀테크1)가 향후 5년 이

내에 글로벌 경제와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혁

신적인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액센츄어 분석에 따르

면 2020년, 오프라인 방식을 고수하는 은행의 시장점유

율은 35%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1]. 디지털 기

술 발달로 은행과 고객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지면서 고객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본 연구 배경은 전자금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 발전이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황에서전자금융연구에대하여메타분석으로연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은 지난 2000년부

터 2014년까지의국내전자금융에대한연구를살펴보고,

추세를 논의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전자금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84

개의논문을추출하여, 기존문헌을통한탐색적연구방

법인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자금융에 대해 연

구된 자료를 연도별, 연구 주제 및 연구 분야별 등으로

분류하여 전자금융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2.1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기존 문헌을 분석하는 방

법으로 1970년대중반이후교육심리학에서시작된이후

다양한학문분야에서문헌연구수단으로널리이용되고

있다. 메타분석은 기존 특정 부문의 전체적인 연구경향

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규칙성을 밝힐 수가 있어 연

구 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하는데 적합하다.

특히메타분석은동일영역에서전체연구를조망하고미

래의연구방향을모색하는데유용한연구방법이다[3]. 메

타분석은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

1)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기
술이다.

된다. 종합적 메타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주제와 방법

들을 분석하여 특정 연구 영역의 연구방향이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적절한 방법이다[4,5,6,7]. 분

석적 메타분석은 한 가지 개념이나 주제에 관해 집중적

으로 분석하며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 단위

로삼아측정한다. 본연구는종합적메타분석을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이라는키워드를이용하여추적한논문으

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의발표된논문

을 이용하였다.

(2) 활용된 논문은 국내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등록지 또는 등록 후보지에서 추출하였다.

(3) 구글 학술검색엔진(http://scholar.google.co.kr/)의

학술논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2.2 전자금융
전자금융은 금융기관이 IT를 활용하여 금융업무 및

관련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의미는금융기관이전자기술을이용하여금융

시스템의전자화, 협의의의미로는금융기관과의관계에

서개인이정보통신기기를조작하여제반금융관련업무

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8].

금융감독원(2009)에 따르면, 전자금융은 거래측면에

서는거래의개시부터종료까지전자적인수단이개입하

여 처리하는 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

융은정보기술을금융업무의전반에도입시켜업무의자

동화를 이루는 단계를 시작으로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금융의 네트워크화,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금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같은지식정보

산업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9].

Kalakota and Whinston에 따르면, 전자금융이란정보

기술을활용하여금융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디지털

금융, 온라인뱅킹, 인터넷금융, e-금융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10]. 또한전자금융과유사하게사용되고있는용

어로는 Virtual Banking, Cyber Banking 및 Remote

Banking 등이 있다. Virtual Banking 또는 Cyber

Banking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용선 등으로 금융기관

에 접속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에

PC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뱅킹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또

한 Remote Banking은 ATM, 전화, TV, 인터넷 등의 접



A meta-analysis survey of the research on domestic e-ban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근장치를이용하여금융기관창구외의장소에서금융서

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주로직접적인대면거래가아닌

비대면 거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1,12,13].

2007년재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전자금융업을 6

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6가지분류는 (1)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발행,

(2) 전자채권관리, (3) 결제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

(PG : Payment Gateway), (5) 결제대금예치(Escrow),

(6) 전자고지결제(EBPP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이다.

전자금융업에 시용된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전

자화폐란 범용성 선불카드로서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저장한 화폐적 가치를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활용하는 결제수단이다. 신용카드와 직

불카드는은행의결제계좌를통한자금이체방식인반면,

전자화폐는 매체나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가치로 결제하

는방식이다. 둘째, 전자채권이란기업간상거래에서사

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종이 어음제도

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새로운결제수단으로구매기업

이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등을통한물품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 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는지명채권이다[14]. 셋째, 결제수단의발행및관

리의 경우 결제수단의 범위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

불전자지급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

역 제공,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증표 또

는그증표에관한정보발행의업무를말한다.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및관리는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

자적방법으로저장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

발행하는 업무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대상으로는 T-money, 선불카드 등이 있다. 넷째, 전자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은 인터넷 쇼핑몰

등전자상거래공급업체와수요자사이의자금거래(신용

카드결제, 가상계좌결제, 통신과금서비스등)를 중계하

고정산하는서비스이다[15,16,17]. 다섯째, 결제대금예치

(Escrow)는 구매자에게 물품등이 제대로전달되었는지

를확인한뒤구매자로부터받은결제대금을전자상거래

공급업체등에지급하는서비스를말한다[18]. 여섯째, 전

자고지결제는 물품 공급업자를 대행하여 수요자에게 전

자고지서를발부하고, 대금을직접수령하고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3. 연구방법
3.1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금융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연

구를분석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고자진행되

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전자금융연구동향

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금융에 대한 기술적 발달과 이

에따른연구내용을학술지기반으로연구동향에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구 동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전자금융업종따른 6가지 분류뿐만아니

라 3가지 분류영역인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과 제도

로 분류하였다. 논문의 내용 중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

해와키워드에서상기 3가지분야와관련된단어가포함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사회적이슈는 (1) 인터넷기반환

경도입, (2) 전자화폐의출현, (3) 전자상거래규모확대,

(4) 전자금융사기의 증가, (5) 스마트폰의 등장, (6) 모바

일 기반 기술 발달로 인한 상거래 확산이다.

첫째인터넷기반환경도입이슈에대해논의하면, 국

내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1998년 6월두루넷의케이블

모뎀 서비스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에 하나로통신이

세계최초로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1999

년 6월에 한국통신이 ADSL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뛰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은

PC 통신에서 인터네 서비스로 급속도로 전환된 시기였

다. 인터넷 환경 도입은 기술발달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제공했다. 그

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기반 환경의 도입으로

온라인 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 국내시장은

IMF로 인해혼란을겪은후시장생존을 위해본격적으

로 은행들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1998년 6월 충청은행 인수와 1999년 1월 보람은행을 합

병하였다. 1999년 4월에는조흥은행(현신한은행)이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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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합병하였다. 그리고인터넷기술발달로은행들은

생존하기위한전략으로 2002년에인터넷뱅킹시스템을

구축하는등은행전산화가주요관심사항으로등장했으

며 이 시기에 은행전산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전자적으로만 교환되는 돈이나 증서인 전자화

폐시장의등장은기존의종이화폐와신용카드기반으로

운영되던 사회적 환경에 많은 충격과 기대를 제공했다.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미국맨해튼에서는전

자화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1996년부터

전자화폐를 시장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금

융결제원은 기존의 CD공동망과 ARS공동망을활용하여

전자화폐공동망시스템을구축하였고, 2000년 3월국가정

보원으로부터보안성에대한최종승인을얻어전자화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2년에 본격적으로 전자화폐가

국내에 도입되어 K-Cash2), Mondex, MYBi, A-Cash,

Visa Cash 등이 등장했다. 전자화폐 이용액은 2004년에

1,246억원, 2005년 1,192억원, 2006년 1,127억원규모로

형성되었다. 2000년대초반에전세계적으로전자화폐의

도입과 가능성이 언론의 이슈로 등장했다.

셋쨰,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측면에서보면, 전자상거

래 규모는 B2C 거래시장의 경우, 1997년에 63억원을 기

록하였으며, 1998년에는 151억원, 1999년에는 344억원,

2000년에는 614억원으로빠른속도의증가율을나타내었

다.

<Table 1> The domestic market size of E-commerce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Sales 936 1,166 2,575 4,025 5,525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Source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롯데닷컴, LG이숍, 삼성몰등 2001년폭발적인매출신

장을기록한몇몇대형쇼핑몰들이 2002년 1월이미순이

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제공하

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또한 2002년에는전자상거래법이제정되고 KG 이

니시스가코스닥에상장할정도로전자상거래시장규모

가 확대 되었다.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인 KG모빌리언스

와 국내 전자상거래 대표기업 중의 하나인 G마켓 등이

2) 케이캐쉬(K-Cash)는 금융결제원과 대한민국의 은행 및 신용
카드사가 참여하여 개발한 대한민국의 전자화폐이다. 

등장했다. 2003년에는 벤처기업들이 연달아 붕괴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장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카드사는 전자상거

래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부담률을 줄이

기위해전자지급대행기업(PG: Payment Gateway)을 전

자결제에도입할수있도록금융기관의감독허가를받았

다.

넷째, 전자금융사기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2

년에 현금·신용카드위조및복제를통한현금인출사고

가 발생하고 2003년에 웜(Worm)에 의한 인터넷 네트워

크 마비 및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사고가 사회적 이슈화

되었다. 2005년에악성프로그램을이용한최초의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와 2006년에 인터넷 기반 신용카드의 안

심클릭·안전결제비밀번호해킹사고뿐만아니라 2007년

에 악성프로그램 또는 파밍 사이트를 통한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접근매체 유출 및 불법 자금이체 사고가 발

생하였다.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사고 이외

에 악의적 의도를 가진 주체에 의한 중간자 공격, 개인·

금융정보의무단침해및조작등다양한공격형태가등

장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전자금융사기가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다섯째, 스마트폰의등장으로사회경제가많은변화를

가져왔다. 2007년에애플에서스마트폰을출시하고 2010

년에 아이패드로 태블릿PC를 시장에 제공했다. 2009년

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해외에서는 전자화폐인

Bitcoin 등장으로 전자화폐 시장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모바일 기반 시장이 성장하고 앱 기반의 금

융기술이도입되었으며, 해외전자지급결제대행기업들

이 국내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2012년에는 스마트폰의

앱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통신망)가언

론의 조명을 받았다.

여섯째, 모바일기반기술발달로인한상거래확산은

스마트폰이기존의 PC시장을대체하면서이동하면서전

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관련 시장이 소셜

커머스와앱의등장으로더욱더확산되었다. 2011년에는

소셜커머스라는새로운형태의전자상거래모델이등장

하여오프라인거래까지도온라인거래로끌어들이기시

작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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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다루

었다.

문제 제기 1. 사회적으로주요이슈가관련연구증가

에 영향을 주는가?

문제 제기 2.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법과 제도 중에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는가?

문제제기 3. 전자금융에대한연구주제는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영역이 존재하는가?

문제 제기 4. 전자금융 분야 주제별로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과제도연구분야에차이가있

는가?

3.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종합적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

부터 2014년까지 총 15년 동안 전자금융 키워드로 등록

된 학술지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및 내용에 “전자금융” 검색어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학술지로서논문은 230건이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연구는중복된논문과연관성이적은논문을제외한 184

건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추출된논문은학술연구재단

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것으로 구글 학술

검색엔진(http://scholar.google.co.kr/)의 학술논문에 등

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구글 학술분야 검색엔진

을 활용한 이유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학술 데이터베이스검

색사이트인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학술정보 통합서비스(DBPIA)에서 등록된 다

수의 논문을 동시에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에

스크로와전자고지등의경우다수의논문이검색되었지

만일반금융내용기반으로전자금융과연관성이적거나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Table 2> Journal Selection Criteria
Classification Contents

Periods 2000 - 2014 (Total 15years)

Selection

standard

Listed or registered domestic articles

listed candidates

Searching site

The papers which include electronic

banking in the title, keyword and its

contents are selected Google's academic

papers as if registered.

Selected papers 184

Cited Journal

agency
78

<Table 3>에 나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자

금융 관련 논문 등재현황을 보면, 2008년이 25편으로 가

장 많고 2009년에 22편, 2013년에 19편, 2006년에 17편,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15편순으로 나타났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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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papers each year

<Table 3> Number of papers each year
Year

No of Registered

papers
Percent(%)

2000 3 1.6

2001 3 1.6

2002 13 7.1

2003 7 3.8

2004 12 6.5

2005 15 8.2

2006 17 9.2

2007 7 3.8

2008 25 13.6

2009 22 12.0

2010 14 7.6

2011 11 6.0

2012 5 2.7

2013 19 10.3

2014 11 6.0

합계 1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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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인용된 학술지는 학술연구재단 등록지 또는

등록후보지로 등재된 학회만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Table 4>에서 논문이 2편 이내 등록된 논문지는 71개

로기타로분류하였으며 46개논문지에 1편이실리고, 25

개 논문지에 2편이 게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 중에서 정보보호학회지에 35

편 게재되어 전체기준 19%로 가장 많은 논문을 등록했

다. 다음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지 9편(4.9%), 한국금융

법학회지 8편(4.3%), 국제e-비즈니스학회지 7편(3.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No of papers according to journal 
institute

Classification
No of

papers

Ratio

(%)

Others 71 38.6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35 19.0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9 4.9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8 4.3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7 3.8

IT & Law Research Institute 5 2.7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5 2.7

Korea Law Association 5 2.7

The Korean Ins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5 2.7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4 2.2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3 1.6

Security Enginerring Research

Support Center
3 1.6

Compare Korea Institute law 3 1.6

COMMERCIAL CASES REVIEW 3 1.6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3 1.6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3 1.6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 1.6

Pay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3 1.6

Korea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3 1.6

South Korea Political Science 3 1.6

Total 184 100

3.3 분석기준
본연구에서이용된항목은연구등록년도별, 연구분

야와 연구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3.1 연구 분야 및 주제별 분류
본연구에서적용한전자금융연구분야는 (1) 시장동

향과소비자에게직접제공되는서비스, (2) 보안을위한

인증과 사기, 시스템 등과 연관된 기술과 인프라, (3) 법

과정책및제도의 3가지로나누었다. 또한주제별분류

기준은 2007년 재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

을 6가지로정의하고있는것을기반으로하였다. 따라서

주제별 분류 방식으로는 (1) 전자화폐, (2) 전자채권, (3)

결제수단발행, (4) 전자지급결제, (5) 에스크로, (6) 전자

고지, (7) 공통으로분류하였다. 특정주제에치우치지않

는 전자금융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공통

으로 분류하였다.

<Table 5> Main Category for electronic banking 
Classificat

ion

Classificati

on1

Classificatio

n2

Classificati

on3

Main

Category

Services

(trends,

consumer,

etc.)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uthenticatio

n, fraud)

Law and

Policy

(institutional)

<Table 6> Classification by Electronic banking 
zone

Classifi

cation

Item

1

Item

2

Item

3

Item

4

Item

5

Item

6

Item

7

Section

Electro

nic

money

Electro

nic

bond

Payme

nt

method

publish

ed

Electro

nic

Payme

nt

Escro

w

Electroni

c Bill

Presentm

ent and

Payment

Comm

on

3.3.2 년도별 전자금융 주요이슈 기준 분류
본 연구에서 각 논문의 작성배경을 기반으로 등록 시

기전후로 전자금융 관련 이슈 사항을 추적하였다.

연구에서논의된주요사회이슈는 (1) 1990년대후반

인터넷기반환경도입, (2) 전자화폐의출현, (3) 전자상

거래규모확대, (4) 전자금융사기의증가, (5) 스마트폰

의 등장, (6) 모바일 기반 기술발달로 인한 상거래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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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Table 7>은지난 15년간 전자금융연구주제로발표

된 논문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7> Sort by published year and research 
topics

Year Common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Money

Electronic

debt
Escrow EBPP3) PPM4) Sum

2000 2 0 1 0 0 0 0 3

2001 1 0 2 0 0 0 0 3

2002 7 3 2 1 0 0 0 13

2003 3 2 2 0 0 0 0 6

2004 6 1 4 1 0 0 0 12

2005 9 5 1 0 0 0 0 15

2006 8 8 0 0 1 0 0 17

2007 7 0 0 0 0 0 0 7

2008 10 13 2 0 0 0 0 25

2009 12 9 0 1 0 0 0 17

2010 5 8 1 0 0 0 0 14

2011 4 5 1 1 0 0 0 11

2012 2 3 0 0 0 0 0 5

2013 9 10 0 0 0 0 0 19

2014 6 5 0 0 0 0 0 10

Total 91 72 16 4 1 0 0 184

4.1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 등장으로 이와 관
련 연구가 증가된다.

<Table 8> Sort by Based on social issues
Issues Period Research area No of

Papers

Internet-based
environment, 2000-2005 Internet bankingsystems, e-trade 19

E-money 2000-2005 Laws and regulations onelectronic money 12

Scale expansion
of e-commerce 2002-2006

How to empower
e-Payment and its
technologies

19

E-banking fraud 2007-2010 How to protect theE-banking fraud 30

The emergence
of smart phones 2010-2014 Related to smart phones 14

Increasing
e-commerce 2011-2014 Security of e-banking 21

3)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는 전자고
지 업무를 말한다.

4) Published Payment Method는 결제수단 발행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전자금융관련 사회적 주요이슈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반 환경 도입이다. 1998년 국내시장은

IMF로 인해혼란을겪은후시장생존을 위해본격적으

로 은행들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다. 은행들이 생존하

기 위한 전략으로 2002년에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은행 전산화가 주요관심 사항으로 등장했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공통부분 연구논문이 19편이

며연구내용은금융전산화에대한연구가주제로진행되

었으며 금융 위기 극복, 금융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뱅킹

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금융 통폐합 등이 연구되었으며

또한 글로벌 기반의 전자무역 관련 내용도 다루어졌다.

두번째사회적주요이슈는전자화폐의출현이다. 연

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자화폐에

대한 연구가 12건이 진행되었다. 주로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시장의방향에대한제언, 법과 제도의변화와정부

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되었다. 전자화폐 모델의 특징

분석 및 선진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

등장한 전자상거래법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제시도 이

루어졌다.

세 번째, 전자금융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이다.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가장 많이

성장한분야가전자지급결제분야이다. 따라서 2002년부

터 2006년사이에전자지급결제에대한연구가 19편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주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 구

축및서비스를위한기술과인프라및환경에대한연구

가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에스크로 제도도입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I-PI

N5) 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글로벌시장의확대로인한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3,14]. 이

배경에따라전자금융관련에스크로(Escrow)에 대한연

구는 2006년 1편이 추적되었다.

네번째, 전자금융분야주요사회적이슈는전자금융

사기의증가이다. 2006년과 2007년에는전자금융사기사

례가주목받았다. 2007년도에옥션, GS칼텍스등주요금

융기관이보유한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하여금융관

련 사기내용이 주요 이슈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5)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
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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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2007년 개인정보침해사고로 2005년부터 2007년

까지의 157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약 6,000만 명

이상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19,20].

2007년에 정부는 1993년부터 논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였다[15,16].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사이에전

자지급결제에 대한 연구는 30건이 발표되었다. 주요 연

구내용으로는금융사기거래가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연구로법적제도적방법에대한연

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2011년부터는 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전자금융에 사회적 이슈는 스마트폰의 등

장이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스마트폰 관련 연구

가 10편이 등장하였다(부록참고). 이 시기에는 전자지급

결제및전자결제부분에영향을주는기본환경적요소

인 정보보안 기술과 스마트폰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다. 스마트폰기반(모바일) 뱅킹시스템과앱을이용한

일회용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인증, 스마

트폰기반전자거래에대한소비자반응등에대한연구

가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 주요이슈는 모바일 기반 기술 발달로 인한

상거래 확산이다. 2013년에 모바일 기반 기술발달로 금

융과 기술이 조합된 핀테크 기술이 등장하고, 국내에서

는 공인인증서 기술 의무화 폐지와 간편 결제서비스 도

입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17]. 모

바일 기반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상거래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해킹 등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했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대

한보안강화를통한안전한전자금융이미지확보를위

한 방안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메모리 해킹에

대응하는인증수단및방법, 통합인증기술동향및개

선 방향, 모바일 이상 거래 탐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그리고모바일과 IT 기술이결합된핀테크관련연구

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연구에많은영향을주어관련산업발달에기여하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법과 제도 순으로 많이 연구된다.

연구에 이용된 논문을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제

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논문의 내용 중에서 연구

자의주관적견해와키워드에서상기 3가지분야와관련

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비

스 79건(42%), 기술과 인프라57건(30%), 법과 제도 48건

(28%)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Table 9> Sort by research topics
Year

Law and

Policy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Service Sum

2000 1 0 2 3

2001 1 1 1 3

2002 1 4 8 13

2003 1 0 6 7

2004 6 1 5 12

2005 3 3 9 15

2006 3 3 11 17

2007 2 3 2 7

2008 6 10 9 25

2009 9 3 10 22

2010 3 5 6 14

2011 3 6 2 11

2012 1 3 1 5

2013 4 10 5 19

2014 4 5 2 11

Total 48 57 79 184

다음은각분야별로논문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서비스 부분의 경우는 지난 15년간 총 79건으로 2006년

11건, 2009년 10건, 2005년 9건, 2002년 8건, 2010년과

2003년에 6건으로 나타났다.

기술과인프라측면에서살펴보면, 2008년과 2013년에

10편, 2010년과 2011년에 6편, 2002년과 2014년에 5편으

로총 57건이다. 전체에서 30%를차지하고있다. 기술부

분은 2005년 이전에는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전자화폐

위주기술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으며 2005년 이후에는

보안, 인증 등 전자금융에서 등장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

기거래 방지관련 부분이 주로 연구되었다.

법과 제도(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에 9건,

2004년과 2008년에 6건, 2013년과 2014년에 4건으로 총

48건이다. 전체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보안 및 사기거래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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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련 내용이 연구되었으며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13년과 2014년

에는소비자보호및사기거래방지를위한보안강화및

이와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4.3 전자금융에는 주제연구가 미흡한 영역이 
존재한다. 

<Table 7>을살펴보면전자금융관련시장규모가가

장 큰 전자지급결제 영역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

자지급결제는 2008년 13건, 2013년 10건, 2009년과 2010

년에 각각 10건이었다. 공통적인 부분은 2009년에 12건,

2008년, 2005년, 2013년에 각각 10건, 2002년과 2007년에

7건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를위해자료추적시다수의에스크로, 전자고

지결제영역의논문이있으나연구의주제인전자금융과

연관된 부분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또는 등

록후보지에 속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전

자결제지급수단과 전자고지 분야와 연관된 논문은 없었

으며에스크로와연관된자료는 1편이다. 본연구에서이

용된 전자채권 관련 자료는 4건이다.

본 연구에서 전자결제지급수단, 전자고지, 에스크로

등은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서비스와 밀접한

서비스로서 전자금융 측면에서 연구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4.4 전자지급결제는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Table 9>를살펴보면보다많이연구된영역을살펴

보면, 전자금융의 일반적인 연구(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표시)와 전자화폐는 서비스 영역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

리고전자지급결제는기술과인프라부분이 36편으로가

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와 법과 제도 부분이

각각 18편이 진행되었다. 이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기술발달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기

술 발달과 사기거래사건 등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술과 인

프라와 법제도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전자금융의 영역중의 하나인 전자지급결제의 경우

는기술과인프라부분에더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

다. 전자채권의경우법과제도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

어졌다. 따라서 영역별로 사회적 민감도 및 필요성 정도

가 연구에 영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Sort articles by research topic and 
main areas

Classific

ation

Com

mon

Electr

onic

Payme

nt

Electr

onic

money

Electro

nic debt

Escro

w

EBP

P
PPM Sum

Technolo

gy and

Infrastruc

ture

17 36 4 0 0 0 0 57

Law and

Policy
24 18 3 3 0 0 0 48

Service 50 18 9 1 1 0 0 79

Total 91 72 16 4 1 0 0 184

5. 결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의국내전자금융에대

한 연구 동향을 구글 학술지를 기반으로 전자금융 키워

드로추출한 184개의논문을통하여메타분석으로추적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학술지 중에서는 정보보

호학회에 35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연도를 기준

으로 보면 2008년이 25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제정의영향을받은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지급결제 연구주제가

72건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주요이슈

등장하면 이와 관련 연구가 증가된다. 둘째,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법과 제도 순으로

많이 연구된다. 셋째,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미흡한연구영역으로에스크로, 전자고지로나타났다.

넷째, 전자금융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자지

급결제는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즉전자지급결제에서는기술과인프라분야

의연구가법과제도와서비스분야대비많이이루어졌

다. 전자금융의경우세부영역별로사회적민감도및필

요성 정도가 연구에 영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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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연구에많은영향을주어관련산업발달에기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는 주로 시장의 발달 및

사회적 영향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전자금융분야에서상대적으로연구가미흡한영역

을 발견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전자금융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해서 시장에서 주요이슈 사항을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및사업에대한노출로관심을유도해야한다. 단순

히 정부가 관련 자금을 이용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는 것

도필요하지만사회적이슈로등장시킬경우더많은관

련 기술 및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요인은 국내에 발표된 학술연구 만을

대상으로분석한것으로향후연구는국내의저자가해외

에 발표된 자료를 포함한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본연구에서채택한 184개

논문 외에 추가 논문을 다양한 경로로 확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분류 견해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기대효과는 지난 15년간의 전자금융관련 연구패

턴분석을통해향후미래의연구방향예측에기여할것

이다. 전자금융관련 정책및 관련 기술연구와관련분야

의전체적인 연구에 대한이해를도울 것이다. 또한향후

전자금융관련정책반영과흐름분석에영향을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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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13 전자금융거래 환경에서 보안카드 실수입력방지기법 적용을 통한 피싱/파밍 사고 방지 방안 박진규, 이정호 정보보호학회

164 2013 피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 분석 방법 김정선 정보보호학회

165 2013 효과적인 금융정보화를 위한 IT 거버넌스
함유근, 송진석,

이내찬, 박성식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66 2013 금융분야의 정보보안 기술의 동향 이준택, 차인환 전자공학학회

167 2013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석 융합보안학회

168 2013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현황 분석 장희선 융합보안학회

169 2013 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서희석 비교사법

170 2013 SVM 을 이용한 스미싱 탐지기법 이지원, 이동훈, 김인석 보안공학연구

171 2013
개인정보 해킹사건을 통해서 본 기업의 보안정책 방향과대응전략에 관한 연구-현대캐피탈

해킹사건을 중심으로
이대영 보안공학연구

172 2013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을 둘러싼 민사책임 문제-피싱 위험과 관련된 최근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이동수 과학기술법연구

173 2013 전자금융거래의 발전과 금융실명제의 개선점 이재훈, 배소현 IT와 법 연구

174 2014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노철우 한독법률학회

175 2014 전자금융 통합인증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정영곤, 김근옥, 심희원 한국통신학회

176 2014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강희주, 이상민 한국증권법학회

177 2014 전자금융거래 이상징후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은영,윤지원 한국전자거래학회

178 2014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위기대응이 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금융정보

유출수준과 중요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일한, 권순동 한국경영정보학회

179 2014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 도급 정책 연구 최창래, 윤장호, 이경호 정보보호학회

180 2014 서명용 개인키 노출 탐지 기법 박문찬, 이동훈 정보보호학회

181 2014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의 스미싱 차단에 관한 연구 이시영, 강희수, 문종섭 정보보호학회

182 2014 기업용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문훙근, 노용헌, 박성식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83 2014 사용자 입력 패턴 및 전자 금융 거래 패턴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이상치 탐지 방법
민희연, 박진형,

이동훈, 김인석
인터넷정보학회

184 2014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서희석 한국비교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