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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의 핀테크 산업 고용창출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동일한 산업분류와 통화 단위로 구성된 WIOD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을위해핀테크산업을 ICT분야와금융분야를하나의산업으로구성하였다. 뿐만아니라본연구는두국가의핀테크

산업특성을구분하기위해핀테크산업외에도 ICT분야와금융분야의고용창출효과도함께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핀테크산업에 100만 달러의투자또는생산이이루어질때취업유발효과는 11.33명, 고용유발효과는 9.47명으로총20.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미국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8.07명, 고용유발효과는 7.72명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총15.79명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산업 전체 평균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한국의핀테크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높은고용유발우위산업으로미국은취업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가모두높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주제어 : 핀테크, 고용창출,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ffect of job creation in the FinTech industry in Korea and the US. The industry Input-Output table used in the 
analysis used WIOD, which is composed of the same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monetary unit in both Korea and 
the US. For the analysis, the FinTech industry is composed of ICT sector and financial sector as one industry.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in the ICT sector and the financial sector, in addition to the 
FinTech industry, in order to distinguish the FinTech industry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investment or production of 1 million US dollars was made in the FinTech industry in Korea,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was 11.33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was 9.47, indicating a total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20.8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the Direct employment effect was 8.07 and the 
indirect employment effect was 7.72, indicating that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was 15.79. However,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by the averag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the national economy, Korea 's FinTech industry is 
classified as indirect employment advantage with a high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the United States 
is classified as an employment creation advantage with high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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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핀테크(FinTech)란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합성어로써금융과 ICT 결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산업

및서비스를통칭하는용어이다[1,2]. 이러한핀테크는기

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

를할수있는금융플랫폼, 개인 및기업고객의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금융데이터 분석,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

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결제및송금서비스그

리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

신적인금융업무및서비스관련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

금융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3,4].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상황에서 ICT의급속한발달과새로운플랫폼의등장

은 기존 금융의 역할을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며 급속

히 발전해 오고 있다[5].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의 규모는

2016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으로 2021년

에는 US$6,962 billion년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

으며, 투자 규모는 연평균 14.8% 성장하여 2021년에는

US$ 1,194 billion 까지 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 있다[6].

핀테크산업은인공지능강화시스템, 지능형애플리케

이션, 블록체인 등의 IC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의

핵심 기능인 결제, 보험, 예금 대출, 자본조달, 투자관리

그리고 시장 조성에도 빠르게 접목되면서 금융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핀테크는 금융 산업의 신 성

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7]. 이와 같이

ICT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과 금융서비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핀테크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묾으로써 산업 간 융합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 예를 들어 페이팔,

알리바바, 알리페이 등과 같은 결제시스템 중심의 핀테

크가발전함에따라전자상거래는물론오프라인유통시

장에도기여하여관련기업수익증대를가지고올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을통해새로운서비스의제공및스타트업의등장은부

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이러한기대는핀테크가금융서비스의공급방식이나

소비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능해

지는 것이다[9]. 따라서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과 기술과

의융합된서비스이상의파급효과를불러옴으로써새로

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연구 분야에서도 핀

테크분야와관련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그 동

안 진행되어 온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

면, 핀테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써 금융서비스

산업과 ICT 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10-12], 핀테크 산

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8]. ICT가 금융서비스 산

업에 미치는 영향과 두 산업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12-14], 핀테크서비스사용에따른소비자행위에관한

연구[15-17],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보안에 관한 연구

[18,19]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주강진 외 3명

(2016)은 핀테크산업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를통해해

외사례를바탕으로국내핀테크산업의취약성을분석하

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핀테크는융합산업으로써기업가들

의창의성이발현될수있는제도와정책, 금융서비스향

상과소비자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플랫폼의구축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1]. 또한 핀테크업체들도자

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들 역시 핀테크 산업은 여러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산업이고 이 산업을 중심으로 타 산업의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

대된다고하였고이를성장시키기위해서는제도적인것

과 정보보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1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련 연구는 정영근 외 2명

(2018)은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4년은핀테크산업의생태계가활성화되지못하

였기때문에여타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비해국가경제

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13]. 하지만 최성욱과 신용재(2015)는 IT산업이 금융산

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

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IT 하드웨어 분

야는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높고 IT서비스

분야는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밝

혀냈다[14].

이와 같이 핀테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주

제 그리고 대상으로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

만 해외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인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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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고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한자료의활용에

그쳤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한국의 핀

테크산업전체만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었기때문에

핀테크가발달된국가와의비교와상대적인비교가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핀테크는 융합산업의 특징을 가지

지만핀테크에속하는산업과의비교도이루어지지않았

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융합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는부가가치창출은물론고용창출효과에크게기여할것

으로 기대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을 중심으

로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핀테크가 국가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써 꼽히는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기존연구들과 달리 세계에서 핀테크 시장과 투자 규

모가 가장 큰 미국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

과에 대한 비교와 융합산업으로써 타산업과의 고용창출

효과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핀테크산업에속하는 ICT

관련산업과금융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효과도함께분

석할것이다. 이러한접근은융합산업의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방법에대한학술적기여는물론국가간, 산업

간 비교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구성은 II장에서핀테크의시장현황에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III장 연구방법론에서 산업연관

분석과고용창출효과에대한방법론그리고연구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IV장 연구결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핀

테크 관련 산업과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은 본 연구의

요약,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과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핀테크 산업 현황
2.1 핀테크 산업 현황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 강국인 미

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중 미국은

핀테크기업수그리고관련투자규모등에서압도적인

성장세를보이며, 세계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있다. 이

는실리콘밸리의기술력과뉴욕의발달된금융시장을중

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9].

KPMG가 발표한 2016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미

국은 25개의 기업을 보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지난 2015년 35개 기업보다줄어들었지만여전히

1위의위치를고수하고있다[9]. 한국의경우미래사회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명명하고 SW중심사회 실현 전

략’을범부처추진정책으로선포하고전산업영역간의

초융합을추진하고있지만 2016년 기준한국은세계 100

대 핀테크 기업을 1개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6].

Fig. 1은 전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핀테크 시장규모는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2016

년 US$2,600 billion애서 2021년 US$6,962 billion로 2016

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자결제 분야는 2017년 US$

2,672 billion, 2021년 US$ 4,644 billion 으로가장큰규모

를 차지하고 있다[6]. 한국의 경우는 2017년 US$51

billion, 2021년 US$101 billion 으로연평균성장률 18.5%

로 예상되었고, 미국은 2017년 US$ 738 billion에서 2021

년 US$ 1,194 billion로 증가하여 연평균 12.78%의 성장

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6].

Fig. 1. World FinTech Market
Source: 진회승(2017)재인용[6].

Fig. 2는 전세계와아시아지역의핀테크투자거래건

수와 투자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세계 핀테

크투자규모는 US$25 billion, 거래건수는 1,076 건으로

2015년최대거래건수 1,255와 투자금액 US$ 47 billion

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 기준 거래

건수 319, 투자 규모 US$ 9 billion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성장한 수치이다. 아시아 핀테크 투자 규모는 US$8.6

billion, 거래건수는 181 건으로나타났다. 전세계거래수

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투자규모는 약 34%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투자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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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ld & Asia FinTech Investment
Source: 진회승(2017)재인용[6].

3. 연구방법론
3.1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 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

물에대한연속적인수요를어떻게발생시키는지를나타

낸다.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

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20-22].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구

성하고 이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서는두국가의산업연관표동일한산업구분과

통화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는 최

신 산업연관표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2014를 획득하였다[23].

endoge
nous
sector

Intermediate demand
Total
dema
nd

Import
(exem
ption)

Total
Outpu
t1 2 ․· ․· ․· n

Sumof
Interm
ediatio
n

inter
medi
ate
input

1 x11 x12 ․· ․· ․· x1n W1 Y1 M1 X1
2 x21 x22 ․· ․· ․· x2n Y2 M2 X2
․· ․· ․· ․· ․· ․· ․· ․· ․· ․·
․· Xi1 ․· xij Xin Wi ․· ․· Xi
․· ․· ․· ․· ․· ․· ․· ․· ․· ․·
n xn1 xn2 ․· ․· ․· xnn Wn Yn Mn Xn

이러한 산업연관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표는 아래

Fig. 3과 같은기본구조를가지며, 크게내생부문과외생

부문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생부문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

하는부분으로산업연관표작성에서가장어렵고중요한

부분으로 굵은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다. 외생부문은 내

생부문과관계없이모형밖에서값이결정되는부분으로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등이 기록된다.

산업연관표는두가지방향으로해석할수있다. 첫째,

가로방향은각산업부문(i)의 생산물이어떤부문에중간

수요() 또는최종수요() 형태로얼마나판매되었는

가 하는 배분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중간수요액()과

최종수요액()의 합에 수입액()을 제외하면 총산출

액()이 된다. 이러한 배분구조에 대한 관계는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1)

식(1)에서 는 j 부문에사용되는 i재의투입량에대

한 값( )이며, 이것은 투입계수라고 한다. 이

것은 j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위해투입

된 I산업의산출물로써투입과산출간의관계를나타냄

으로써각부문별생산관계를나타낸다. 식(1)은 특정부

문의총생산이경제내모든부문의한단위생산을위해

투입되는 i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해당상품 생산을 위

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의미하며,

중간투입() 과 부가가치()를 합하여 총투입액이

() 구성된다. 이러한 투입구조는 다음과 같이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식(2)

식(2)에서 는 중간투입을 총투입으로 나눈 값

( )이며, 이는 산출계수라고한다. 식(2)는 어

떤부문의총생산은그부문이경제내모든부문과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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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부터구매한금액에이부문의원초적투입요소

또는부가가치에대한모든수익을합한것과같다는것

을 의미한다.

3.2 수요유도모형
식(1)은 최종수요(Y)를 충족하기 위한 산출량(X)를

구할 수있다. 이에 따라이것을수요유도모형이라한다.

이 식(1)을 전 산업에 대한 행렬식으로 표현 하면 식(3)

이 된다.

  식(3)

식(3)에서 I는 n 차원 단위행렬이고 A는 투입계수 행

렬이며,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 또는 투입역행

렬이라 한다. 각 원소는   로 j부문 최종수

요한단위증가로인해직간접으로소요되는 i부문산출

의 총변화량을 의미한다.

3.2.1 고용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는특정산업의최종수요가 10억원발생

할경우 해당상품을포함한모든상품에서직·간접적으

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용자 수의 합이다. 여기서 취업

유발효과는 최종수요 10억원에 발생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효과이고, 고용유발효과는 산업전반에 간접적

으로유발되는고용인원을의미한다(한국은행, 2013). 여

기서직업고용을나타내는취업유발효과는식(4)로 나타

낼 수 있으며, 간접고용을 나타내는 고용유발효과는 식

(5)로 나타낼수있다. 고용유발효과는이둘의합을의미

한다.

  
 식(4)

식(4)에서 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써취

업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이다.

식(5)

식(5)에서 는고용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써고

용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이다.

3.3 산업 재분류 및 연구프로세스

3.3.1 핀테크 산업 재분류
본 연구는 핀테크를 하나의 산업으로 재분류하기 위

해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에서 ICT와 금융에해당하

는 산업을 분류하였다. ICT에 해당하는 산업은 IT제조

업, 통신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각각이이에해당된다. 금융은은행, 보험그리고금

융관련보조활동으로구성된다. 이렇게 Table 1과 같이

총 6개의 산업은 핀테크를 구성하는 산업이 된다.

Code ICT Finance

1 C26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2 J61 Telecommunications

3 J62_J63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4 K64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5 K65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6 K66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Table 1. Re-classification of FinTech industry

3.3.2 연구프로세스
본 연구는 한미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비교

하기위하여 Fig. 4와 같이 4 단계에걸쳐연구를진행하

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한국과 미국 전체 산업

의취업, 고용유발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이 분석의결

과는 각 국가 고용유발효과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둘째,

한국과 미국 ICT와 금융에 해당되는 산업 각각의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ICT 그리고 금융

산업이 각 국가에서 차지하는 취업, 고용유발효과의 차

Step1
Weighted average calculation of employment creation

effects of Korea and the US

▽

Step2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on
ICT and financial industry of Korea and the US

▽

Step3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iveness

Estimation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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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분석한다. 셋째, 핀테크산업을하나의산업으로분

석하기 위해 핀테크를 재분류한 후 핀테크 산업의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진행한 국가별 취업, 고용유발효과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ICT와금융의취업, 고용유발효과그리고핀테

크의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핀테크를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산업 분류 기준 설정
김호영 외 3명(2014)는 Table 2와 같이 취업유발효과

와 고용유발효과의 평균값에 따라 산업을 4가지로 분류

하였다. 고용창출우위는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모두 평균값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 직접고용 우위는 취

업유발효과는 평균보다 높지만 고용유발효과는 평균보

다 낮은 산업, 고용파급 우위는 이와 반대로 취업유발효

과는평균보다낮고고용유발효과는평균보다높은산업

이다. 마지막으로자본집약적산업은취업유발효과와고

용유발효과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산업이다[24]. 따라서

본연구는한국과미국의핀테크산업의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체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의 가중 평균 값을

구하고 이를 각 국가의 고용창출효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Employment
Creation

Employment
Creation
Advantage

Direct
Employment
Advantage

Indirect
Employment
Advantage

Capital
intensive

Avg. Direct
Employment
Inducement

Advantage Advantage inferior inferior

Avg.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Advantage inferior Advantage inferior

Source : 김호영 외 3명(2014)[24].

Table 2. Industry classification by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s 

4.2 한국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Table 3은 한국전체산업, 핀테크에포함되는각각의

산업 그리고 핀테크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한국의 고용창출효과는 한국 전체의 산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로써각산업의총산출액비중에따라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핀테

크그리고그에속하는산업의고용창출효과를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한국의고용창출효과는 100만 달러 투자 또는생산이

이루어질 때 평균적으로 22.31명이 직·간접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직접고용을나타내는취

업유발효과는 13.28명, 간접고용을나타내는고용유발효

과는 9.02로 나타났다. 핀테크는 직간접고용효과를 모두

나타내는 고용창출효과가 20.8명으로 전체 32개 산업분

류중 23번째였다. 직접고용효과를나타내는취업유발효

과는 11.33명으로 24번째, 간접고용효과를나타내는고용

유발효과는 9.47명으로 20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핀테크는 고용창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한국 전체 산

업평균보다낮게나타났지만타산업의고용을유발시키

는 고용유발효과는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관련산업은크게 ICT분야와금융분야로나뉘

며, 이중에서 ICT 분야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리고 소

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분야로나뉜다. ICT분야에서고

용창출효과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컴퓨터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관련분야로고용창출효과는 43.52명으로 전

체의 산업분류1) 중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유

발효과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차지하고있다. 다음은정보통신분야로써고용창

출효과는 33.21명이고 취업유발효과는 17.8명, 그리고 고

용유발효과는 15.4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제조업

관련 산업은 고용창출효과 8.96명으로 전체 37개 산업분

류 중 36번째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금융산업의경우, 금융서비스활동, 보험및연금그리

고 금융과 보험 보조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고용

창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보험 및 연금분야

로 32.29명이었고 전체 37개 산업분류 중 10번째로 높게

나타난산업이었다. 취업유발효과는 17.14명으로 13번째,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5.15명으로 7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다음은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로 고용창출효과

는 28.24명, 이중 취업유발효과는 15.53명이었고 고용유

1)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비교를 위해
동일한 가격과 년도 그리고 산업분류 체계를가진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였다. 핀테크를 하나의 산업으로 재분류하기 이
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37개 산업으로 구성되며, 핀테
크를하나의산업으로재분류하기위해서는 ICT산업 3개분
야(산업분류 C26,J61, J62_63)와 금융산업 3개분야(K64, K65,
K66)가 하나의산업으로구성됨에따라핀테크가포함된전
체 산업분류는 32개 분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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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는 12.71명으로나타났다. 또한금융서비스는고용

창출효과가 19.11명으로 한국 전체 산업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순위는 37개 산업 중 25번째로 나타났

고, 취업유발효과는 10.45명, 고용유발효과는 19.11명으

로두효과모두한국전체산업평균수치에미치지못하

였다.

4.3 미국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Table 4는 미국전체산업, 핀테크에포함되는각각의

산업 그리고 핀테크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투자 또는 생산이 이루어질 때

평균적으로 14.46명의 직·간접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 중에서 7.48명은직접고용이이루어지는

취업유발효과이고나머지 6.97명은간접고용을나타내는

고용유발효과이다. ICT산업과금융을하나의산업핀테

크로 재분류 및 구성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할 결과

15.79명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는 8.07명, 고용유발

효과는 7.7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전체

산업평균 고용창출효과, 취업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인 순위로

살펴보면, 전체 산업분류 32개의 산업 중 핀테크는 고용

창출효과에서 14번째, 취업유발효과는 15번째그리고고

용유발효과는 가장 높은 3번째로 나타났다.

핀테크를 구성하는 개별 ICT 산업과 금융 산업의 고

용창출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ICT 산업의 경우 IT 제조

업과정보통신산업은 6명그리고 5명으로전체산업분류

No. Code Industry Classification

Direct Employment
Inducement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Employment
Creation

Effects
Ranking/
37

Effects
Ranking/
37

Effects
Ranking/
37

0 TOT KOR weighted average 13.28 -　 9.02 -　 22.31 -　
1 C26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5.19 35 3.76 35 8.96 36
2 J61 Telecommunications 17.80 11 15.41 6 33.21 9

3
J62
_63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23.43 6 20.09 3 43.52 4

4 K64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10.45 24 8.66 21 19.11 25

5 K65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17.14 13 15.15 7 32.29 10

6 K66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15.53 16 12.71 12 28.24 15
FinTech 11.33 24/32 9.47 20/32 20.8 23/32

Table 3.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FinTech in Korea
(Unit : per/$Million)

No Code Industry Classification

Direct Employment
Inducement

Indirect
Employment
Inducement

Employment
Creation

Effects
Ranking/
37

Effects
Ranking/
37

Effects
Ranking/
37

0 TOT U.S. weighted average 7.48 　- 6.97 -　 14.46 　-

1 C26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3.05 35 2.95 34 6.00 35

2 J61 Telecommunications 3.06 34 2.82 35 5.87 36

3
J62_
63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7.53 16 7.11 15 14.64 16

Table 4.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FinTech in USA 
(Unit : per/$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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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중에서 IT제조업 35번째, 정보통신산업은 36번째로

최하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간접적인 고용을

나타내는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역시 낮은 수치

를나타냈다. 반면, 컴퓨터관련정보서비스의경우고용

창출효과 14.64명이고 이중에서 취업유발효과 7.53명 그

리고 고용유발효과는 7.11명으로 미국전체 산업평균 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는 13.17명으로 37개 산업분류 중 21번째,

취업유발효과는 6.72명으로 19번째, 그리고 고용유발효

과는 6.44명으로 19번째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미국

전체산업평균보다는낮지만금융산업을구성하는세산

업분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산업은고용창출효과 10.87명, 취업유발효과 5.57명 그리

고 고용유발효과는 5.3명으로 나타났고 금융 및 보험 보

조서비스는고용창출효과 10.47명, 취업유발효과 5.35명

과 고용유발효과 5.12명으로 금융산업들 중에서가장낮

은 수치를 나타냈다.

4.4 한국 · 미국 핀테크 산업 고용창출효과 비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핀테크 그리고 이를 구성하

는 ICT 산업과금융산업의고용창출효과를비교분석하

고자한다. 각국가에서 100만 달러투자및생산이발생

할 때 절대적인 고용창출효과는 한국이 22.31명으로 미

국의 14.46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양국의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포화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비교가 큰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전체 산업의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을 각 국가의 기준점으

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산업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하고자 한다.

Table 5는 핀테크 산업과 핀테크를 구성하는 개별적

인산업군에대한비교이다. 핀테크산업을고용창출특

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국은 고용유발효과만 높게 나

타나는 고용유발우위 산업으로 미국은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나타

났다.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ICT산업과 금융 산업 각

각을 살펴보면, ICT 산업의 경우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

한정보통신산업과컴퓨터관련정보서비스는모두취업

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고용창출우위인 산업

으로분류되고있다. 반면, 미국은컴퓨터관련정보서비

스 산업 하나만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의경우한국은보험산업과금융관련지원

산업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고 보험을 제외한

금융 산업의 경우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전체

평균보다낮게나타나자본집약산업으로분류되고있다.

미국은 금융관련 산업 모두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

나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핀테크의

경우 한국은 고용유발효과는 평균보다 높고 취업유발효

과는평균보다낮게나타나고용유발우위산업으로분류

되었고 미국은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평

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Fig. 5는 Table 5의 한국과미국의고용창출효과를시

각적으로 표현하여 양국 핀테크 산업의 특성을 쉽게 이

해할수있도록나타낸것이다. 왼쪽그림은한국의고용

창출효과이고오른쪽은미국의고용창출효과이다. 각그

래프내부의점선은각국가의산업평균고용유발효과(y

축상)와 취업유발효과(x축)를 나타내며, 이것은 각국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기준에따라 Table.5에서와같이 1사분면은고용창출

Industry Classification Korea U.S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Capital intensive Capital intensive

Telecommunications Employment Creation Advantage Capital intensive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Employment Creation Advantage Employment Creation Advantage

Table 5. Comparing Employment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y Industry in Korea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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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 2사분면은고용유발우위, 3사분면은자본집약적산

업 그리고 마지막 4사분면은 취업유발우위로 구분된다.

Fig. 5 에서와같이한국과미국의핀테크를구성하는

각 산업의 고용효과의 분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

면, 공통점은 ICT 제조업과금융서비스(뱅킹) 그리고컴

퓨터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 분야이다. ICT제조업과

금융서비스의 경우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두

나라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이면서 자본집약 산업

으로 분류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 분야

는 그와 반대로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핀테크의 고용효과가 하나의 융합산업으로

분류되면서 한국에서는 고용유발우위 산업 그리고 미국

에서는고용창출우위산업으로의미있는결과를가지고

오는데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 분야가 기여했

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핀테크

산업의선진국으로꼽히는미국의핀테크산업과핀테크

관련산업인 ICT 그리고금융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효

과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총

20.8명, 미국은 15.79명으로절대적인고용창출효과는한

국이미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각국

가의평균고용창출효과를기준으로산업을분류했을때,

미국의 핀테크의 고용창출효과는 국가의 고용창출효과

보다직간접고용효과가모두높게나타나는고용창출우

위산업으로분류되었고한국은직접고용효과는낮고간

접고용효과는 높은 고용유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핀테크를 구성하는 산업 중 ICT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

국모두컴퓨터프로그래밍과서비스분야는고용창출우

위산업으로분류되었고 ICT 하드웨어분야는직간접고

용효과모두가국가평균보다낮은자본집약적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정보통신분야에서는한국의경우고

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미국은 자본집약적 산

업으로분류되었다. 금융서비스의경우미국은금융서비

스 3가지분야모두자본집약적산업으로분류되었고한

국은보험을제외한금융분야를제외한나머지 2개의보

험그리고금융보조서비스는고용창출우위산업으로분

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분석 대상 산업의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

해비교대상을명확히함으로써한국핀테크산업의고

용창출효과의 정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핀

테크 산업이 융합산업인 점을 고려하여 구성 산업의 고

용창출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구성 산업들과 핀테크

산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교 대상인 핀테

크 산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이다. 핀테

Fig. 5. Comparison of Employment Creation Effects between Korea and US Fin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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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특성은 국가 마다 다르게 분류

되고있다. 이것은핀테크를구성하는금융서비스와 ICT

산업이각국가에서서로다른규모그리고영향력때문

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나라 공통적으로 핀테크

산업은간접적인고용유발효과가큰서비스산업임을보

이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서비스산업의창출그리고각산업간의거래의

편의성을활성화시킴으로써타산업에미치는영향이큰

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핀테크 육성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

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비해 ICT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반 핀테크 산업은 물론 ICT 중심의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

는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영역의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

어낸다거나새로운서비스에핀테크가기여함으로써새

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는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국가별 구성 산업별 분

석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핀테크 산업

의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점에 따라 2014년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

었다. 핀테크 산업이 2010년 중반 이후부터 활발히 논의

된점을고려하면더최근자료를활용할수없었던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핀테크 구성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달라 질 것이 추론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였지만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경제적특성에따라융합산업인핀테크산업고용창출효

과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답을할수없다는한

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핀테크 산업을 비교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

을 활용하여 구성산업이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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