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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도출하고 국내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려 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적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
한 개념적 특성과 구성요소들을 검토하고 핀테크의 산업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통해 핀테크의 비
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의 방향성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exander Osterwalder 등이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하여 핀
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분석하였다. 이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는 목표고
객, 가치제안, 채널, 고객관계,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수익원 및 비용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정착을 위한 개념적 정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핀테크
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지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전통적 핀테크, 신흥 핀테크, 카아오페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 successful business model of fintech and suggest the 
business model component in fintech on domestics. Business model has suggested on a strategic levels but it is 
to a value of corporation. From literature research, we find a conceptual character and its component of 
busines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we understand the business model of fintech. We suggest business model 
of component for a successful entry of market. These results suggest business model canvas by Alexander 
Osterwalder. This business model consist of 9 blocks - customer segmentation, value proposition, customer 
relationship, key resource, key activity, key partnership, revenue stream, and cost structure. These components 
need an analytic approach for a successful entry and settlement of market. Also, we analyze and suggest a 
fintech business model and directivity of it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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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기업이 지각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받

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비즈니스 으로부터 상 치 

못한 경쟁 상황들을 극복하고 성공 인 가치 창출의 기

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이슈를 성공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기업이 가지

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의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도 미래의 시장에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결

과 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새

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한 시장 환경과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에 의해 

사회의 국내외 다수 기업들이 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경 이론과 련 기술  최근

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가정과 잠재된 리스크, 그 비즈니

스 모델을 실행할 기업의 역량 요소까지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많

은 시간과 높은 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

델은 비즈니스의 목  즉, 일의 상뿐만 아니라 그 일의 

수행 방법  요한 부분을 정의하기 때문에 좋은 비즈

니스 모델은 사업의 성공률을 그 만큼 높여 다.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는 1990년 후반 인터넷 비

즈니스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하 다. 아마존, 이베이 등

의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 내용, 성공  실패요인 등을 설명하고자 하

는 목 에서 시작되었다[1]. 기 연구는 인터넷과 련

된 비즈니스의 유형들을 세분화하는 형태로 분류체계를 

정의하 고 가치사슬을 심으로 기능  통합과 신 등

과 같은 기 에서 분류하 다[2, 3, 4, 5]. 이무렵 우리나

라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한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등 

인터넷 산업 반을 구조화하여 유형별로 구분하는 근

을 시도하 다[6]. 이후 비즈니스에 한 연구가 진행되

면서 특화된 분야나 목 에 따라 구체 이고 세부 인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 8, 9].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들이 차 구체

인 형태로 진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세분화, 다양화함에 따라 단일 사업을 기획할 때 실제

로 반 할 수 있는 수 으로까지 발 하게 되었다. 이러

한 비즈니스 모델은 외부환경에 한 면 한 조사를 통

해 그 환경 속에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한 기

회를 창출하기 한 략  응이 필요하다. 기존 혹은 

미래의 경쟁자들과 차별 인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우의

를 확보하여 실 으로 실  가능한지에 한 객 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의 략으로서 

융합 인 측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1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가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기 해서는 많은 구성요소들을 

지속 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해나가려는 략을 도출해야 한다. 핀테크는 융 련 

기술의 진보된 기술로 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이다. 이는 은행송 , 개인 융자산 리, 클라우

딩 펀딩,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각종 기술이 용된 

융서비스를 지칭한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융연구기 에서도 미래 융과제로 핀테크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는 연구 자료들

이 나타나고 있다[11]. 이러한 핀테크의 성장은 스마트폰 

 모바일 산업의 신 인 발 으로 인해 성장하게 되

었다. 하지만 많은 IT 기업들이 핀테크를 새로운 가치 창

출의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핀테크가 되기 해서는 비즈니

스 략 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략

 근을 해서는 핀테크가 지향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잡해지고 진화해가는 핀테크 시

장 환경 속에서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이

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들을 Alexander Osterwalder

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9 building block canvas)

를 이용하여 제안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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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사  의미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 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 으로 경 함”과 같이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의  근과 의  

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의  근은 “재화나 

서비스 등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를 보상받는 등의 리를 목 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

으로, 의  근은 “재화나 서비스 개발  제공을 통

해 리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 는 경 활동”으로 정의

한다[12]. 다시 말해, 비즈니스의 개념은 유형 혹은 무형

의 가치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 이를 한 가, 상호교환

의 과정, 이를 행하는 주체 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으

며 흔히 국어  표 으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Mintzberg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략 인 도구로 정

의하고 이를 략과의 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Morris 

등[13]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고객), 내부역

량, 경쟁 략, 경제모델, 투자모델의 통합모델로 정의하

고 있다. Shafer 등[14]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으로 보았으며, Burgess 등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Chesbrough[15]는 비즈니

스모델을 가치를 창출하거나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치제안, 표 시장, 가치사슬, 수익 메커니즘, 가치 네트

워크 는 생태계와 경쟁 략이 포함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신의 필수 임을 강

조하 다.  Johnson 등[16]은 고객가치, 이익 공식,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로세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를 재분류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와 새로운 사업기회의 추구를 연결하는 것

이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lexander Osterwalder 

등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의 보편화 원인을 인터넷 

비즈니스 혹은 e-비즈니스 시장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보

았고 이를 9가지 구성요소로 나 어 제안하 다[17].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새로

운 가치를 달하기 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창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체계  구성과 근방식을 제공해 다[2].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에게 경제  가치를 창출하

고 기업의 로세스와 구조를 리엔지니어링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researcher(s) Business Model

Mintzbrg(1994) strategic tool

Morris, Shindehutte & Allen 

(2005)

Integrated model of product, 

service, market(customer), internal 

capacity, competition strategy, 

economic model, investment model 

Shafer, Smith & Linder (2005) Method which firm create a value

Burgess & Tatnall (2007)
Method which firm create a profit 

and substantiality management 

Chesbrough(2007)

Way to create a value and/or catch

Value proposition, target market, 

value chain, profit mechanism, 

value network or ecology and 

competition strategy

Johnson, Christen & 

Kagerrmann (2008)

Customer value, profit, key 

resource, key process

Osterwalder et al (2011)

customer segment, value 

proposition, channel, customer 

relationship, cost structure, key 

activity, revenue stream, key 

resource, key partnerships

<Table 1> A Theoretical Concept of Business Model

2.2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어로, 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융서비스  산

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융기법과 차별화된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융서비스 신이 표 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신  비 융기업

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 결제와 같은 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  제공하는 상이 있는데 애 페이, 알

리페이 등을 로 들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의 경우, 기술기반 융서비스 

신을 Traditional Fintech로, 신  비 융기업의 

융서비스 직  제공을 Emergent Fintech로 정의한다

[18].

이러한 핀테크는 기존의 송 /지  결제 방식의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에는 이용자들 간의 메시지를 보

네는 에도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고 자신의 신용정보

가 등록되어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으로 출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으로 자산통합 조회

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들의 자산 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은 계속해서 신을 이루고 이용

자들의 편의를 한 지속 인 발 을 이루고 있다.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중심으로-

1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Mar; 14(3): 171-179

area features

Financial 

payment

- easy, low fee, cost saving

- various payment method with 

on/off line

remittance/e-

cash 

- internet based remittance and 

settlement system

- on-line virtual cash

platform 

(loan/investm

ent agency) 

- P2P system

- private financial service

Technology

data analysis
- big data which personal/firm 

provide optimal service

financial S/W

- evolved algorithm, UI, smart 

financing with low cost service 

system

<Table 2> Fintech Area

핀테크의 역은 지 결제, 송 , 자산 리, 랫폼, 데

이터분석, 융 소 트웨어 등이 있으며 융업무와 기

술 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19]. 

3.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3.1 핀테크 비즈니스 유형

핀테크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Traditional 

핀테크와 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역

에 따라 핀테크 산업을 송 , 결제, 융데이터 분석, 

랫폼 등 4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Traditional 핀

테크는 융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 솔루

션, 융소 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Emergent 핀

테크는 클라우딩 펀딩, 인터넷 문은행, 송 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체하는 새로운 융 서비스를 의미한

다.

핀테크의 서비스 유형을 정라해보면 7가지의 유형으

로 정리할 수 있다[20]. 첫 번째가, 부업으로 P2P 방식

으로 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의 융기 에 비해 

디폴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유자 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 으로 존을 맡길 수 있고 출받는 사람들도 이자

율이 상 으로 더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차용할 

수 있다. 돈을 출받기 해서는 짧은 시간에 출 련 

서류들을 심사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

째로, 지 결제  자결제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 분야

의 기업들은 결제 처리 로세스나 서 스크립션 기반의 

빌링(billing) 소 트웨어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개인재

무  자산 리 서비스 유형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재

무상황, 고지서 납부 황, 신용정보 등은 물론 자산 보유

황, 투자 략 등을 리한다. 네 번째로, 자 이체  

송  서비스 유형이다. 이 서비스는 자  이체  송 을 

P2P 방식으로 해외에 자 을 송 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렴한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로 디

지털 화폐 기능이다. 디지털 지갑  거래소 등의 생태계

를 구성하고 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는 융

기 용 툴(institution tool)을 제공하여 기존 융기 의 

업무 로세스를 획기 으로 개선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

는 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곱 번째는 지분투자형 클

라우드펀딩(equity crowdfunding)으로 개인이 심 있는 

로젝트나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 형태로 자 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핀테트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기 효과는 비용의 효율성, 편의성, 수익성  보안

성 등의 특징들이다. 핀테크 분야뿐 만아니라 다양한 산

업분야에서  융합환경이 구축되면서 보안에 한 거버

스 임의 등장을 언 하기도 한다[21]. 

3.2 핀테크 비즈니스 사례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다음카카오가 2014년에 출시한 결제 서

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해서는 몇 가지 차

가 필요하다. 먼  LG CNS에서 각 각 두 번의 인증 차

과정을 거치고, 사용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정보를 

등록하고 숫자로 된 비 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이다. 첫 번째 결제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결재부터는 본인확인 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인 결제방식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고 할 수 있다[22]. 기존의 인터넷 기반에서의 공인인증

서나 액티  X 등과 같은 로그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일정 액(30만원) 이상을 결제

하기 해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하기도 하다.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채 들과 제휴를 통해 가입자를 

확 해 가고 있으며 재 스마트폰 이용자의 80% 이상

이 카카오 톡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 인 로모션만 제

공한다면 그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기 한다. 

출시 1년 후 만에 카카오페이는 결제 건수 1,000만 건

을 돌 하 다.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으로 

집계 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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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입자  카드를 실제로 등록한 가입자는 99% 다. 

가입자 부분이 실제로 카카오페이를 사용한다는 뜻이

다. 인구통계학 으로 20 가 체의 46%, 이  60%가 

여성이었다. 카카오페이는 멥버십 기능도 추가하고 은행

들과 제휴해 용 체크카드도 선보 으며 3개월 만에 30

만장이 발 되었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공과  납부, 자

동결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공격 인 마

을 진행하고 있다[23]. 

[Fig. 1] Fintech Case: Kakaopay Payment Processig. 1] Fintech Case: Kakaopay Payment Processig. 1] Fintech Case: Kakaopay Payment Process

3.3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화나 서비스에 한 단순한 수익창출의 모델

이 아닌 략  제안이며 실행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동

의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식 혹은 내용으로 비즈니

스 모델이 표 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한 근은 

다양한 논리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Alexander 

Osterwalder 등이 제안한 9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비즈

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즈니스 모

델 캔버스라고도 불린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

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가치제안, 고객, 고객 계, 핵심자

원, 핵심활동, 핵심 트 , 수익구조,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안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비즈

니스 모델에 비해 장 이 있다. 이 캔버스를 이용하면 다

양한 사업모델을 한 장의 표로 작성할 수 있어 기업이 제

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핵심에 근하기 용이하

다. 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용이하며 수정이 편리

하다는 장 이 있다[17]. 최근에는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젠 캔버스(Zen canvas)와 린 캔버스(lean canvas)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item contents

Customer Segments (CS) Who are we creating value for?

Value Propositions (VP)
What value do we deliver to the 

customer?

Channels (CH)
How do we reach our customer 

segment?

Customer Relationship (CR)
What type of relationship do our 

customer segments expect?

Key Resource (KR)
What key resources do our value 

propositions require?

Key Activities (KA)
What key activities do our value 

propositions require?

Key Partners (KP) Who are our key partners?

Revenue Streams (RS)
What value are our customers willing 

to pay for?

Cost Structure (CS)
What are the important cost inherent 

in our business model?

<Table 3> Business Model Canvas(9 Block) by 
Alexander Osterwalder

3.4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의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분석

3.4.1 목표고객 (Customer Segments, CS)

핀테크의 요 고객들은 핀테크 사업의 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제 역의 역에서는 지불방법의 편

리성과 근 용이성을 추구하는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한 다양한 방식의 결제 장식과 온․오 라인을 아

우르는 형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기술 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분석을 추구구하는 기

업은 개인이나 기업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개발, 

결제방식을 개발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

다. 융 련 S/W 분야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고효율

의 로그램개발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그 고객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국내의 카카오페이의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

가 46%를 차지했으며 이  46%가 여성이었음을 인지해

야한다. 가입자  카드를 실제로 등록한 가입자는 99%

다는 을 통해 잠재 고객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송 분야의 경우는 기존의 인터넷 기반보다 비용  시

간의 단축을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상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랫폼기반으로 개인  기업을 

상으로 한 출, 창업자  등의 온라인 자  거래환경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그 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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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가치제안 (Value Propositions, VP)

핀테크를 통해 가치창출  가치제안을 해서는 부

가가치의 상승과 소비자의 효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융과 기술 분야의 신이 존재해야만 이루어진다. 

가치창출은 공 자 측면에서는 융서비스의 수요확 , 

비용 감, 수익성의 향상, 규제 장벽의 향이 어야하

며 해당 인 라 보 률과 사용률이 높아야 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 증 , 수수료 하락과 융자산의 가

치 향상, 정보보안성을 들 수 있다.  

3.4.3 채널 (Channels, CH)

핀테크는 융서비스를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오 라인 융기 을 방문해야하

는 번거로움이나 종 의 PC기반의 인터넷을 보다 간편

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는 스마트폰이 이를 

신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

해서도 이러한 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3.4.4 고객관계 (Customer Relationship, CR)

핀테크에서의 고객과의 계 형성  유지는 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기술 환경에서 융공 자와 융소비

자들의 신뢰가 기반 되어야 할 것이고, 스마트 디바이스

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나 자산을 안 하게 보호

해 으로써 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고객

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향상을 통해 고객과의 계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3.4.5 핵심자원 (Key Resource, KR)

핀테크에서의 핵심자원은 융 련 자원과 련기술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융자원을 효율 으로 고객들에

게 가치를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의 융 기반의 환경

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융기반

의 랫폼을 구축하는 능력과 송   결제에 한 시스

템에 한 기술  기반도 요한 자원이다. 한 이러한 

고객들의 다양한 융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기술  자원과 련 기술  환경이 요구

된다.

즉, 핀테크는 소 트웨어 기술, 자기기, 인터넷 운  

기술 등의 IT 기술을 이용해 융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3.4.6 핵심활동 (Key Activities, KA)

핀테크 산업은 송 , 결제, 자산 리  투자 등의 

융서비스를 IT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효율성, 편리성, 보

안성을 향상시켜 제공하는 산업이다. 기존의 오 라인에

서 제공받았던 가치보다 으로 시간 으로 편리함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융소비자들

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핀테

크의 주요 유형으로는 부업, 지 결제  자결제, 개

인재무  자산 리, 자 이체  송 , 디지털 화폐, 

융기 의 툴 그리고 지분 투자형 클라우딩 펀딩 등의 다

양한 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4.7 핵심 파트너 (Key Partnership, KP)

핀테크의 핵심 트 들은 융기 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기 이나 개인이 될 수 있다. 핀테크는 P2P 기반

의 비즈니스 역으로 개인 간의 역도 요하지만 

련 기반기술의 역에도 요한 여가 필요하다. 한 

련 연구기 들의 참여를 통해 기술의 진보나 신을 

유발하고 정부의 측면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

에서도 요한 트 가 될 수 있다. 결제 부분에서는 

자화폐를 사용하는 카드사나 지 결제 행사(Payment 

Gateway service, PG)사, 형 포털, 통신사 등을 들 수 

있다. 를 들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융시스템을 

운 할 수 있는 LG CNS를 통해 인증기반을 확보하고 각 

카드사와의 연동을 유도하고 있다. 자산 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용펀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요한 트

로 참여할 수 있다. 

3.4.8 수익원 (Revenue Stream, RS)

핀테크에서의 수익원은 주로 가입비, 이용 수수료  

개 수수료  이들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이나 개인들의 고 수익을 들 수 있다. 가장 보편 인 

핀테크의 수익은 선불 모바일 카드, 상품권(선물, 충  

포함 등)구입 등과 같은 디지털 화폐도 요한 수익원이 

된다. 주요 트  사들은 결제 솔루션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기 해 가맹 들의 확 들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결제 방식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하

여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없이 신용거래와 지불결제를 가

능하게 하고 이에 한 지불결제 서비스 비용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한, 매자에게 부과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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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  사용, 거래 건당 수수료와 구매자에게 부과되

는 할부거래 수수료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핀테크의 수익원들의 방법은 크게 기존 지불방식에 

한 보완방식, 후불 결제방식, 지 보증 서비스(에스크

로) 기반, 이체 기반  신용구매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수익원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3.4.9 비용구조 (Cost Structure, CS)

핀테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융 분야에 용되는 

산업이다. 기존의 융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주

로 리비용 등의 고정비용과 융 기술  련 보안기

술 개발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해당되었다. 하지

만 핀테크가 용되면 기존의 고정비용들의 감소를 통해 

비용의 지출 구조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융네트워

크  보완 등의 기술 용 분야에 기존 보다 많은 비용들

이 소요되고 이들을 운 하고 리하는 상에게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상된다. 

핀테크의 융 공 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다

양한 비용의 지출이 상된다. 핀테크의 사업 역에 따

른 도입비용과 규제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지출  

인 라구축비용 등이 결국 핀테크의 신을 발하는 좋

은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상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 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창출의 원천

을 극 화하기 하여 다양한 구성요소로 제안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인 속성은 가치 제안이라는 차별화된 구성요소가 기반

이 된다. 많은 이론  제안 에서 본 연구는 Osterwalder 

등이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핀테크의 개

념 인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해 보았다. 

이 모델에 의하면  목표고객, 가치제안, 채 , 고객

계,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 트 , 수익원  비용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통해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핀테크는 융에서의 효율성을 보다 낮은 비용과 향

상된 보안성  편익성을 기반으로 융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역은 

송 , 결제, 자산 리, 투자, 보안  데이터 분석 등의 

융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

리하고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융 환경에 

신을 유발하고 융 소비자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시 가 도래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융 공

자  측면에서는 융 서비스의 수요확 , 비용 감, 수

익성 향상이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 증 , 수

수료 하락과 융자산의 가치 향상, 정보 보안성의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 사슬이 결국 핀테크의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되는 필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가 지 은 핀테크 기업에 한 투자가 증 하

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실도 마찬가지이다. 신생 핀테크 

기업들에 한 투자 규모로 핀테크 산업의 매출은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측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

우에는 아직 태동기에 있지만 구체 으로 기업을 선별하

기는 어렵지만 부분이 결제 서비스에 집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인 핀테크의 정착을 해서는 비즈

니스 모델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핀테크에 한 비

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지향

을 찾는 것이 필수 건이라 할 것이다. 

4.2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의 핀테크의 성공 인 정착을 한 비

즈니스 모델의 구송요소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세계는 

이미 핀테크 쟁이라고 과언이 아니라고 해고 무방하다. 

국내의 경우에도 다양한 융 공 자들이 성공 인 시장 

진입을 해 다양한 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많

은 기업들이 혹은 기존의 융 서비스 기업들이 핀테크 

시장으로 진입하기 해서 극 으로 응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 등의 융권도 핀테크에 극 으로 

응하기 하여 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자체 서비스를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

기 해서는 차별화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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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가치를 극 화 시키고 최 화하기 한 방법으로 Alexander 

Osterwalder 등이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핀테크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 재에는 국내 융규

제는 산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

이 주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통용되

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규제들도 당면 과제로 남

아 있다.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분석 련 핀테

크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나 한계 들을 극복하고 성공 인 비즈니

스 모델의 국내 정착이 시 한 시기이다.  

4.3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세계 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의 성

공 인 정착을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한 사

 조사  분석이다. 이를 해 기존에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핀테크 산업의 이해가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Alexander 

Osterwalder 등이 제안한 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

다. 기존의 연구들을 좀 더 면 하게 살펴보고 국내 도입

에 필요한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역에 따른 비즈

니스 모델을 구분하여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가치창출이

라는 부분을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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