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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발전 배경과 주요 동향

요 약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이 폭

넓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각

종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를 말한다. 

핀테크의 등장은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소비행

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소

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 환경에 기인한다.

핀테크는 전자상거래와 금융서비스가 새롭게 만나면서 자연

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핀테크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핀테크의 정의, 발전 배경을 살펴보고, 

본론에서 시장동향과 주요 기업의 사례 분석과 핀테크에 의한 

금융 혁신 및 금융회사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핀

테크 성공요인 및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을 살펴 보았다. 결론에

서는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핀테크 육성’을 금융

개혁의 핵심이슈로 선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핀

테크 창업을 통해서 청년문제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위

험/중금리 사업모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선정, 각종 규제의 개

선 등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하는 디

딤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Ⅰ. 서 론

핀테크의 동향 분석에 앞서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을 살

펴본다.

영국과학청(UK Govement Office for Science)은 핀테크를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핀테크에서 기술은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비롯하

여 IoT, VR(Virtual Reality)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한다. 이러

한 기술은 금융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담당하며, 핀테크 추진 주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또는 혁신적인 기존 금융기관이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한편 Ernst & Young(2014.8)은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

(Traditional Fintech)와 신흥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

분한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전자금융과 같이 기존 금융서비

스의 가치사슬상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

(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전통적 핀테크는 금

융회사의 가치사슬상에 포함되어 금융업무가 ICT를 통해서 자동

표 1.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 비교

전통적 핀테크 

(전자금융)
신흥 핀테크

정의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BIS)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	

Positioning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지원	

(facilitator	역할)

기존	금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파괴하거나	새로

운	방식으로	제공	

(disruptor	역할)

주요	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기존	인프라	우회	또는	대체

하여	직접	금융서비스	제공	

주요	

관련	기업

IBM(IT	솔루션),	

Infosys(IT	하드웨어),	

SunGard(금융소프트웨어),	

Symantec(정보보안)

Alipay(지급결제),	

Transferwise(외화송금),	

Lending	Club(P2P	대출),	

FidorBank(인터넷은행),	

CoinBase(비트코인)

수익	모델

-	고객	접점(채널)은	금융회

사가	주도

-	IT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금융거래	처리	효율성	향상

-	고객	접점(채널)을	비금

융회사가	주도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고객	경험	개선

개념도

자금공급자(대출자)-금융회

사(+금융망)-자금수요자(차

입자)

자금공급자(대출자)-플랫

폼(+인터넷)-자금수요자

(차입자)

비고
PC	기반,	금융회사/대형IT회

사	중심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

심

자료:	Ernst	&	Young,	Landscaping	UK	Fintech(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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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금융인프라 지원’ 성격으로 은행 지점 업무를 온라인화 시킨 것

이다. 즉, 전자금융은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CT 기업은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혁신한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의 솔루션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과 직접 소통

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슬의 핵심을 담당한다. 고객과의 접점

이 모바일 기기에 쏠림에 따라 핵심 가치사슬은 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담당하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후방에서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

이성복(2015)은 핀테크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

struction)를 지향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

로 정의하고 있다. 제품을 고도화시켜 기존 주류시장을 만족시

키는 기술 개선을 지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한 반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적 

혁신이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파괴

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모바

일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한 디지털 혁명이 금융업에서 벌어

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다. 즉, 전자금융이 지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온라인화시킨 지

속적 혁신이라면, 핀테크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치사슬

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재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이체방크는 핀테크를 금융업에서의 디지털 혁명

으로 정의하고, 인터넷기업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PwC는 핀테

크를 은행이 디지털을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과정이

라고 표현하였고, 맥킨지는 디지털로 가는 것이 은행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고 표현하며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핀테크가 출현하고 발전하게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에 기인한다. SNS,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증강현실 등 첨단 ICT의 발전

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수준 높은 금융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패턴 변화에 기인한다.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로 전자상거래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주도권이 강

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금융의 모색에 기인한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기존 금융기

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기존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하

락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대안금융을 모색하였

다. 

넷째,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해제에 기인한다. 

각국 정부는 핀테크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으

로 인식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적극적

으로 개선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에서 핀테크기업으로 이동해 가는 동인은 전통적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 형성 미흡,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고

객 형태 출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평판 하락, 디지털에 익

숙한 세대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Ⅱ. 본 론

1. 핀테크 시장 동향

가. 핀테크 시장 현황

전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업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

서 2014년 글로벌 핀테크기업의 투자규모는 120억 달러를 상회

하였다. 이것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글

로벌 벤처캐피탈 규모가 6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성

장세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것은 핀테크기업들의 비즈

니스 모델이 송금, 대출, 투자,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 영역으

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해외송금 핀테크기

업인 TransferWise는 2011년 출범 후 2014년까지 누적 송금액 

약 5조 원, 최근 월 송금액 약 1조 원을 달성하였다. 미국 최대 

P2P 대출업체인 Lending Club은 올해 상반기에 약 35억 달러

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림 1.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자료: accenture, The Future of Fintech and Banking(2015)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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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잠식 전망

핀테크기업은 기술과 가격 우위를 내세워 은행업의 고객 기

반에 침투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에 호의적

인 고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1~2014년 사이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 온라인뱅킹 이용 고객은 2배 이상 늘었

으며, 선진국 시장에서는 약 90%의 고객이 온라인뱅킹을 이용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 고객의 58~75%는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고객의 절반 이상이 만약 핀

테크기업 등 온라인 전용 금융서비스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

면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핀테크기업들의 전

방위적인 침투가 가시화되면서 은행업은 다시 중대한 위협에 직

면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2015.3)는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얻

는 연간 수익의 7%인 약 110억 달러가 향후 5~10년 온라인 대

출업체들에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맥킨지(2015.9)도 글

로벌 뱅킹 연차보고서를 통해 핀테크기업과 전통적 은행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핀테크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소비자금융, 지급결

제, 중소기업대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예측하였다.

핀테크기업들은 주로 진입이 쉽고 기술 우위를 활용할 수 있

는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의 수익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

다. 2025년까지 핀테크에 의해 은행 수익 감소가 가장 심할 것

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소비자금융으로, 은행 매출의 약 40%, 

수익의 약 6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혁신 속도

가 가장 빠른 지급결제 및 자동화와 디지털 채널 활용을 통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소기업대출, 자산관리 등에서 10~35%의 

매출 및 수익 감소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자산담보대출, 신디케이트론, 글로벌 수탁업, 자금관

리서비스 등 비교적 구조가 복잡하고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고객들은 계속 은행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앞으로 핀테크기업과의 ‘고객 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 및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혁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핀테크 주요 기업 사례

핀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페이팔, 알

리바바 등을 들 수 있다. 애플은 5억 명의 아이튠즈 가입자를 보

유하고, 전세계 750여개의 금융기관 및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3대 메이져 카드사와 제휴,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반의 결제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함을 무기로 플랫폼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은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팔히어(Paypal Here)라 불리는 스마트폰 기반 결

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은 POS 단말기 설치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핀테크 생태계를 가장 잘 구축한 

기업 중 하나다. 알리바바그룹은 알리바바닷컴(B2B), 알리익스

프레스(타오바오, B2C), 알리페이(결제서비스, O2O), 마이뱅크

(은행)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가입자 8억 명, 모바일 사

용자 2억 명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결제시스템이다. 알리페이의 경쟁력은 사용자 수나 

결제 규모뿐만 아니라 알리페이에 충전된 금액을 위어바오 펀드

(MMF)상품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은행 보다 1~2% 높은 금

리를 지급함으로써 1년만에 100조 원을 끌어모았다. 알리바바그

룹은 전자상거래에서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3. 핀테크기업에 의한 금융 혁신

가. 금융의 분해(Unbundling)

은행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서

비스에 대응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행의 영역을 하나 하나 혁신하면서 은행서비스를 분해(un-

bundling)시키고 있다.

그림 2. 주요 핀테크 기업의 실적

그림 3. 핀테크기업에 의한 은행업 잠식 전망(2025년)

자료: Mckinsey,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2015.9)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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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의 고정비를 부담하면

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의 수익 모델은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틈새

(niche)시장에서 시작하여 은행의 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기업

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해 갈 수 있다. 빌게이츠의 예언처럼 은

행서비스(banking)와 은행(bank)의 분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게 된다. 즉, 은행서비스는 계속되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오늘

날의 은행은 완전히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대신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나. 금융업의 특성 변화

핀테크는 은행의 자연독점성을 약화시키고,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통해 금융업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첫째, 금융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킨다. 금융산업은 망

산업, 규제산업, 신뢰산업, 정보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핀테크의 성장은 망을 기반으로 하는 금

융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시

대에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우회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가 

옅어지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도 변화된다. 나아가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금융서비스가 전달되면서 국

가간 경계도 낮아진다. 방송업에서 OTT가 기존 방송산업의 가

치사슬을 파괴하듯이 핀테크기업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금융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업의 가치사슬을 와해시킬 수 있다. 

둘째, 금융업은 돈보다 정보가 중요해지는 산업으로 변화된

다. 기존 금융산업은 법적 규제를 통해서 금융거래의 신뢰를 확

보해 왔다. 계약불이행 처벌 규정, 지급준비제도, 예금자보호

제도, 건전성 규제, 신용평점제도 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

반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핀테

크는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을 줄

이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 금융업

은 고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만

들어 내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Mark And-

dreessen(2014.10)도 “금융 거래는 정보에 불과하다(Financial 

transactions are just numbers; it’s just information)”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가 ICT기업에 의해서 처리될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금융의 미래 모습 

첫째, 지급결제는 ID와 통합될 것이다. 각종 카드들은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점차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으며, 웨어

러블 디바이스, IoT가 확산되면 결국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세계에서 신분증의 사진, 주민번호 등을 통해서 개인의 존

재를 확인시켜 주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생체인식(Biomet-

rics)과 같은 기술을 통한 대안적인 본인인증 절차가 디지털 세

계와 현실 세계의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수집과 처리비용이 비약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플랫

폼이 금융에서의 매칭 역할을 수행 한다. 즉, P2P 대출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업이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로 전환된다.

셋째,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

다. 대출심사, 자산운용, 보험인수심사 등 대표적인 위험관리와 정

보관리업무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

어 내는 막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정보가 기존 금융회사

의 신용분석 정보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다면 알고리즘

이 기존 신용분석 및 위험관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고비용 금융관행을 파괴하여 금융거래비용을 혁신적으

로 절감시킨다. 핀테크 혁신은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에 지친 금

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금융산업 전체의 비

표 2. 금융기능별 금융회사 및 주요 핀테크기업 사례

분야 기능 기존 금융회사 주요 핀테크 기업

지급
결제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해외송금,	외환

은행,		
여신전문회사
(카드사	등)

Venmo(지급)
TransferWise
(해외송금)
Coinbase	
(비트코인)

자금
중개

자금잉여부문의	여유자금
을	흡수하여	자금부족부문
에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예금,	대출,	유가증권중개	

매매,	자산운용

은행,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회사,
신탁회사

Kickstarter
(크라우드펀딩)
Lending	Club
(P2P	대출)
Wealthfront
(자산운용)
FidorBank
(인터넷은행)

위험
관리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될	
각종	위험을	감축,	분산	
또는	구조변경시켜	주는	
기능:	보험,	파생금융업무

보험,		
금융투자회사
(파생금융)

Bought	By	Many
(보험중개)

정보
관리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하는	기능:	리서치,	신용정

보업무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서치,	컨설팅),		
신용정보회사

TrustCloud	
(신용평가)
CREDScore	
(신용평가)

Mint	
(개인자산관리)

자료: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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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효율성을 개선한다.

둘째, 정보의 질 격차를 해소하여 거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핀테크 혁신은 정보의 질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시장참여를 독려하여 금융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금융서비스 소외 축소로 소비자의 금융권익을 증대시킨

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산업이 포괄하지 못한 틈새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권익을 신장시킨다. 

4. 금융회사들의 대응 방향

핀테크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이 크

게 4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회사들

의 대응은 금융산업을 바꾸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유망 ICT 기술이나 자원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M&A, 지분투자, 파트너십,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 BBVA는 2014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Simple’을 1.2억 

달러에 인수하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쳐펀드를 조성하여 Coin-

base(비트코인), Prosper (P2P 대출), Personal Capital(온라

인자산관리), Taulia(공급망 금융), Docusign(디지털 문서 관

리), SaveUp(개인재무관리 게임화), SumUp(지급결제) 등에 

투자하는 한편 2009년부터 ‘Open Talent’라는 핀테크 사업모

델 공모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Wells Fargo, Barclays, UBS, Citi 등도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해 재무적 투자뿐 아니라 업무공간 제공, 멘토링 등 비재무

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은 서비스에 적용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고 핀테크 기업

이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Open API’ 전략을 활

용하는 금융회사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5.  핀테크 기업의 성공요인

“핀테크는 손가락을 붙잡을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핀테크의 성공요인은 소비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낮은 진입장벽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핀테크기업은 기존 금융권이 소외한 시장영역에서 시간과 공간

적 제약을 넘어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동화를 통해 고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핀테크기업

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

자의 이용 행태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셋째,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넷째,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을 살펴보면 금융 선진국인 미국 및 영

국과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은 중국이 가장 돋보인다. 미국은 구

글, 애플이 탄생한 실리콘밸리와 최근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

르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SNS 서비스 등 핀테크 기술도 가

장 앞서 있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핀테크 클러스터 

Level39’를 조성하고, 테크시티를 스타트업 중심지로 집중 육

성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바클레이즈, 로이드 뱅크 등 대형 금

융기관들 주도하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클

레이즈가 출시한 전화번호와 QR코드로 송금/결제가 가능한 ‘핑

잇(Pingit)’서비스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미국과 영국의 핀테크 정책은 스타트업 등 핀테크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성장동력과 부를 창출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반면,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 및 결제 인프라의 낮은 수준

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

고 있다. 국영은행들이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글

표 3.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 사례

조인트 벤처
(지분투자)

M&A 벤처 육성 자체 서비스 출시

BBVA:	onDeck
의	대출심사기
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대출	
개선(2014.5)

BBVA:	인터
넷전문은행	
Simple을	1.17
억	달러에	M&A	

(2014.4)

Wells	Fargo:	핀
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2014.8)

Commonwealth	
Bank:	증강현실을	
이용한	‘Property	
Guide’	앱	출시

핑안보험(중국	
최대	보험사)	:	
알리바바,	텐센
트와	합작하여	
중안보험	설립

(2014.2)

Barclays	:	
남아프리카	

P2P	
플랫폼	RainFin	
지분	49%	인수

(2014.3)

HSBC	:	소매금
융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2014.5)

Bank	of	America	:	
Cardlytics	기술을	
통해서	단골	상점
에서	구매시	캐시
백	서비스	제공

Santander:	
Funding	Circle
과	파트너십	
체결(2013.7)

Sber	Bank(러시
아	최대	은행)	:	
터키	Deniz	
Bank(SNS	

Banking	운영)	
35억	달러에	
인수(2012.6)

UBS	: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Innovation	
Spaces’	운영

(2014.5)

Garanti(터키	최대	
은행)	:	GPS와	위
치기반	SNS를	이
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안하
는	모바일앱	출시

자료:	accenture(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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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ICT 기업에게 은행 설립까지 허가하는 등 핀테크를 활용

하여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Ⅲ. 결 론

1. 국내 핀테크 현황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 수가 2015년 5월 44개에서 11월 현

재 약 360개로 급증하였으며,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도 2014년 

24,300명에서 2015년 약 25,600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자금융

업자의 수 및 매출액, 핀테크 스타트업 수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수 등 핀테크 산업의 외형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2013년 페이팔이 하나은행

과 제휴하여 해외소액송금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중

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은행, PG사, 백화점 등과 제휴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정부가 4대 핵심 개혁 중의 하

나로 금융 개혁을 선정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을 추진해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주요 금융 개혁으로는 PG사 카드정보 저장 허용

으로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핀테크 산업 활성화, 공인인증서 의

무사용 폐지,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보안성 심의제도 개선, 크

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PG사 소액 외환송금업 허용 등이 있으

며,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 설문조사(2015.12.22)’에 따르면 금융 

개혁 중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

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부

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산업은 벤처생태계 미성숙 등으로 국민들

이 체감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활성

화도 미흡한 상황이다.

2. 핀테크 개혁 방향

우리나라도 핀테크 육성을 통한 일차리 창출과 금융산업 혁신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보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은행(2015)

에 따르면 모바일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 때문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지급 수단 및 지

급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해킹, 금융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간편결제 보안기술, FDS, 사용자 인

증기술(OPT, 생체인식), 암호기술, 내부 정보유출방지, 모바일 

보안, 앱 위·변조 방지기술 등 보안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

하다. 핀테크는 금융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

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프

라이버시 침해,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규제 

체제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은 규제체계가 원칙 중심이라 금융시장에서 핀테크가 금융서

비스 제공 수단으로써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2005년 ‘규제개선계획(Better Regulation 

Action Plan)’에서 원칙중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 규정

(detailed regulations)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세한 규정 중심의 감독이 여전히 적용되

표 4.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개혁 현황

금융규제 개혁 주요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정보	저장	허용(2014.10)

간편결제	구현	확대	유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
IT·금융	융합	지원을	통한	핀테

크	산업	활성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
다양한	간편결제·이체	서비스	

출시	유도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2015.4)

모바일	결제	활성화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2015.5)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허용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2015.6)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현	가능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2015.6)
핀테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2015.7)

Open	API를	통한	금융권	인프라	
접속	가능,	핀테크	서비스	개발	

활성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2015.	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2015.9)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국내외	
IT	전문기업	위탁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5.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신설을	
통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환전업	개편방안(2015.10) PG사	소액	외환송금업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2015.11)
2016년	초	정식인가를	받고
하반기부터	영업	개시	가능

자료: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1015.1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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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규제는 원칙중심으

로 전환하되, 금융감독 당국에게 금전적 제재와 같은 사후제재

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플

랫폼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도 낮춰주는 송금서비

스, 다양한 결제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간편 결제서비스, 

P2P(Peer to Peer) 기반으로 대출자와 차입자를 직접 중개하고 

신용평가도 해주는 대출중개서비스, 온라인 분석시스템으로 고

객에게 최적화된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 

등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ICT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투자 등을 통해 금융사업 영역을 확장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금융비지니스 모델을 차별

화하고 있다. 

핀테크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다. 알리페이, 페

이팔 등은 이미 국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애플페

이, 구글 등도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

라서 국내에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늦어질 경우 해외 핀

테크 기업에게 국내 금융시장 및 고객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구글캠퍼스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 들어왔다. 이것

은 우리나라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방증

한다 하겠다. 정부는 핀테크 창업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

소하고, 중금리/중위험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며, 해외 고객 기반 및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내 

IC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핀테크 한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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