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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들이 화되고 모바일 분야가 발 해감으로서 사람들의 소비와 련된 

패턴들이 변화되고 있다.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내용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최근 융과 기술의 융합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으로 핀테크 

련 산업은 미국, 국, 국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와 련된 산업동향들

에 해 고찰하 으며, 핀테크 련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해 기술하 다. 한 이들 

련 기술들의 문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시사 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 Key Words : 스마트 폰, 기술, 융합, 융, 은행, 빅데이터.

Abstract   It has been changed various patterns related with our consumption because of popularization 

and progress on mobile device and service. We can buy a necessary products anywhere and at any time 

during 24 hours. Through the change of patterns in our life, in recent years, Fintech attracts a lot of 

attention. Fintech is the fusion type of finance and technology. Industry fields related with Fintech are now 

proceeding well in america, england and china. Therefore, we studied the issues of Fintech, and described 

the industrial technology trends in this paper.

• Key Words : Smart phone, Technology, Fusion, Finance, Bank, BigData.

1. 서론 
최근 실리콘 밸리를 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부상하

고 있다. 핀테크(Fintech)란 융(Financial)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송 , 자산

리, 크라우드 펀딩 등 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

된 산업을 의미하고 있다[1,2,12,14]. 핀테크는 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서비스 분야

를 일컬으며, 모바일 결제  송 , 개인의 자산 리, 크

라우드 펀딩등 융 서비스와 련된 모든 기술  과정

을 포 한다. 한 의사 결정, 험 리, 포트폴리오 재

구성, 법 련 업무, 성과 리, 시스템 통합, 온라인 이

체  지불 등 융기  업무 반에 향을 주는 기술들

이 포함된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은 우리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자

연스럽게 등장하 다. 핀테크의 등장 배경을 크게 4가지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환경의 변화: 구매를 해 굳이 오 라인 시장

을 가거나 PC앞에 앉지 않더라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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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소

비시장이 폭발 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모

바일 지 결재, 송 등 핀테크의 잠재력에 세간의 

이목이 집 되고 있다.

◉ IT기술의 발 : 모바일 련 기술의 발 과 더불어 

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 으로 핀테크의 역은 

지 결제를 넘어 신용분석, 출, 자산운용에 이르

기까지 폭 확 되고 있다.

◉ 기업의 끊임없는 경쟁: 로벌 IT기업들의 무한 경

쟁으로 융 산업과 결합된 모바일 융시장이 지

속 으로 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벌 모바일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은 불과 5년(2009-2014)만에 모바일 자 

상거래가 2600억 안에서 2조 7,900억 안으로 

10배 이상 증가하 다. 

◉ 융시장의 성장 한계: 서 라임 모기지 부실 

출과 재정 기 경험, 리에 따른 출 수익감소 

등으로 기존의 수익모델에서 을 돌려 신  

융기법을 활용한 수익 모델 창출에 한 안으로 

심을 모으고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동향에 해 기술하

으며, 3장에서는  세계 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한 국내외 동향  사례들에 해 알아

보았다. 4장에서는 기존의 동향  사례들을 통해 핀테크

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

로 연구에 한 결과를 기술하 다. 

2. 핀테크 서비스 동향
재 핀테크가 가장 으로 활용되는 역은 모

바일을 활용한 자결제분야이다. 세계 으로 O2O 

(Online-to-Offline)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결제시장이 동반 팽창해 IT 기술이 융과 목된 결과

라 할 수 있다.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0년 529억 

달러에서 2013년 2354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 7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다음 [Fig. 1]은 가트 가 측한 세계의 모바일 결재 시

장 망치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조사 문업체 가트

는 2014년 300조원 를 웃도는 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이 매년 30～40%씩 성장해 2017년에는 800조원 로 커

질 것으로 상했다.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동향을 보면 국  

유럽지역에서는 통  강자인 기존의 은행권을 심으

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 인 융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반면에 국에서는 알리바바 등 로벌 IT

기업들이 심이된 비 융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ig. 1] Prediction of Global Mobile Pay Market(Unit: 

Trillion)

핀테크는 기에 단순히 모바일 결제, 송  등의 기능

으로 많이 쓰 으나 재는 차 신용분석, 출 등 서비

스 역을 넓 가는 추세이다. 2008년에는 핀테크 련 

투자의 약 70%가 결제에 집 으나, 2013년의 경우 데

이터 분석, 기업재무 련 투자비율이 증해 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은 약 28%에 불과하다. 핀테크의 서비스 형

태는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 결재 형태로서, 사용자의 이용이 간단하면서 

수수료가 렴하다. 제품  서비스 구매시 사용자가 미

리 등록한 카드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결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 형태는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카드사등 기존 융업체와 제휴한 서비스 업체가 부분

이며, NFC, 자지갑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비스가 지

속 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 인 로서 애  페이와 

알리 페이가 있다. 

둘째로 송 / 자화폐 형태로 제품  서비스 구매시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간단

하게 결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 화폐로 비트코인등 신규로 등장한 화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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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sa등 기존 화폐의 결재 수단을 보조하는 화폐를 통

칭한다. 셋째로 데이터 분석 형태로 개인과 기업 고객이 

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랫폼으로서, 출  창업자  지원등 

투자 련 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랫폼을 지칭한다. 

온라인 랫폼은 스타트업, 소상공인등 기존 융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자 처로 인식되며 소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의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인 로서 랜딩클럽(Lending Club)을 들 수 있다.

핀테크가 기 모바일 결제, 송  역에서 차 신용

분석, 출 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술이 핀

테크에 목되기 시작하 다. 뉴욕의 스타트업 온덱

(Ondeck)은 오 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출심사 과정이 약 15분이면 완료된다. 부

실비율은 불과 5% 미만인데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

자의 은행 거래 내용, 신용도 등을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 핀테크 산업 사례
3.1 해외 동향 및 사례 

재 핀테크 산업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자결제시장이다. 로벌 IT기업들은 일 감치 자결제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결제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한번 선택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결제시장을 

장악하면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단한 것이다. 

실제 국내의 수많은 ‘해외 직구(직 구매)’족들은 페이팔

(Paypal)을 이용해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페이팔이 사용

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원화

로 결제하면 결제 액의 3~6%에 달하는 환  수수료가 

붙는다.

미국 자상거래기업 이베이(eBay)가 인수한 페이팔

은 1998년부터 간편결제(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 차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서비스를 시작해 2013년 

무려 180조원에 달하는 결제 실 을 올렸다. 페이팔은 소

비자와 매자 사이에 각각 가상계좌를 두고 이곳에서 

입출 이 이 지도록 하 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에서 직  결제하는 게 아니라 페

이팔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결제 건수에 

따라 출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비

롯하여 다양한 융 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페이팔 히어(PayPal Here)서비스, 페이팔 선불

카드 서비스 'MyCash', 상품 구매에 한 단기 출을 

제공하는 ‘페이팔 크 디트’서비스, EU국가들을 상으

로 자 이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도 원클릭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사이트

에 먼  용한 이후 2013년 ‘Login and Pay with 

Amazon'서비스를 도입하여 결제 상 역을 확장하

고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개인간 송 도 지원하고 있다.

애 (Apple)도 2014년 공식 으로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를 이용한 자결제 서비스인 애  페이(Apple 

Pay) 서비스를 시작하 다[4,5,6]. 아이폰을 결제 단말기

에 고 지문인식 센서인 ‘터치ID’에 손가락을 면 자동

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애 은 신용카드 번호 등 

요 결제 정보를 자사 서버가 아니라 아이폰 내에 암호화

해 장한다.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번호가 아닌 16자리 

가상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정보를 매자에게 넘

겨주지 않아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례 으로 Bank of 

America 등의 은행뿐만 아니라 Walgreen, Macy’s 등 22

만 개의 매 을 둔 주요 유통업체와도 제휴를 맺었다. 

Visa, Amex 등 사용량 기 으로 미국에서 90%에 해당

하는 신용카드가 애 의 트 가 되었다. 

구 은 2011년 NFC를 이용한 자결제 서비스 ‘구  

월렛’을 발표하 으며, 시티은행, 마스터카드, 삼성 자, 

Sprint 등이 참여하 다. 타사에 한발 앞서 자결제 서

비스를 도입했으나, 지 통신사의 반발로 3  통신사인 

Sprint사 기기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가능한 가맹

이 어 고 하고 있어 애  페이와 조를 이루고 있다. 

구 은 2013년 구  월렛에 이메일을 통해 자 을 송

하는 기능을 추가하 으며 Gmail을 이용해 첨부 일을 

추가하듯이 원하는 액을 암호화해 송 하는 기능을 갖

고 있다.

국 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도 2003년부터 PC와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융 서비스 알리 페이를 시작했

다. 알리 페이 고객은 이나 신용카드로 알리 페이 계

좌를 충 한 뒤 이 계좌로 물건을 사거나 공과   교통

요 , 오 라인 쇼핑 등 거의 모든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자  이체도 가능하고 출이나 펀드 상담도 받을 수 있

다. 알리 페이 가입자 숫자는 지난 2014년 7월 기  8억

2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 국 내 온라인결제 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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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유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 , 국에서는 인터넷 문은행을 설립한 바클 이즈

는 2012년 자지갑 결제서비스와 화번호기반 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융앱을 출시하

으며 2014년 2월 기 으로 250만명의 사용자들이 핑잇을 

다운받는 등 리 사용되고 있다. HSBC은행을 비롯한 

몇몇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

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 다. 이 시스템은 비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 하는 서비스

로 기존 11단계가 필요한 결제가 4단계로 축소되었다.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IT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목

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신개

념을 도입하 다. 이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상품 아이디어와 기존 상품에 한 평가, 재

테크 상담과 조언등에 해 고객이 직  을 게재할 수 

있다. 고객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 를 제

공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 신규고객은 페이스북 커넥

트(Facebook Connect)를 통해 계좌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융그룹인 Capital One이 인터넷 문은

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을 운 하고 있다.

3.2 국내 동향 및 사례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시장이 성장하면서 카드·은행 

등 융회사와 통신사  IT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6개 시 은행과 손잡고 뱅크월렛카

카오가 서비스를 시작하 다[3]. 한번 본인 인증만 해 놓

으면 송 과 출 이 가능한  50만원 한도의 사이버 지갑

이 생성된다. ‘충 하기’ 버튼을 르고 최  50만원까지 

카카오 가상계좌로 을 충 해두면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메신 를 보내듯이 쉽게 송 이나 결제를 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지

난해 9월 출시해 한 달 만에 12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3]. 신용카드사의 앱 카드가 앱을 가동하고 결제

할 때 두 차례 비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반면, 카페는 

한차례의 비 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연계

해 스마트폰의 바코드나 QR(Quick Response) 코드,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으로 온, 오 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 러스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 나

우’를 비롯해 올해 8월 인증방식을 더한 ‘페이 나우 러

스’를 출시하 다. 페이 나우는 통신사에 계없이 설치 

후 최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추가 차 없이 간편

한 모바일 인증만으로 모바일과 PC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재 페이 나우는 1000만 가입자가 이

용하는 모바일지갑 ‘스마트월렛’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300여 개가 넘는 멤버십,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텔 콤도 최근 블루투스  력

(BLE) 기술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2가지를 개발하

는 등 정면 응에 나섰다. SK텔 콤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은 결제기기에 비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 지는 ’BLE 페이먼트‘와 여러 장의 라스틱 카드를 

한 장의 자카드에 넣어 리하는 ’BLE 자카드‘ 등이

다. KT는 별도 비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단말 정보와 KT가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해 본인 인증을 하는 ’올  앱 안심 인증‘을 발표하는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축 된 기술력을 무기로 응에 나서

고 있다.

4. 문제점 및 시사점
융서비스의 자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이를 보완하기 해 생체인식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 문기 인 가트 에 따르면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바이오 인증 활용률이 재 5% 에서 

30% 수 까지 성장할 것으로 측되었다. 생체인식기술

의 활용사례로는 애 의 자결제시스템인 애  페이의 

‘터치ID’라는 지문인식 기술이 용되었다. 한 삼성

자 역시 갤럭시S5, 갤럭시 노트4에 지문인식 센서을 탑

재하 다. 페이팔은 이를 활용하여 지문인증 결제 서비

스를 25개국에 출시하 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경우 유출 시 피해가 평생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자의 심리 불안감과 인권

침해 논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 으로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통 인 융회

사가 아닌 IT기업 등의 비 융회사를 통한 자결제가 

증하는 추세에 있다. 자결제시장을 둘러싼 융-비 융

회사 간, IT기업 간, 카드사-통신사 간의 시장을 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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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로벌기업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는 이나 국내에

는 이에 견 만한 형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시작이 굉장히 늦은 편이나 시장은 차 

더 커지고 있다. 핀테크에 있어 한국의 경우 융 규제와 

보안 문제로 시작이 굉장히 늦은 편이며, 자지갑 서비

스가 그나마 활발하나 주로 멤버십 포인트 리에 주로 

이용되며 결제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카카오에서 ‘카

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많

은 이용자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성공을 해서는 제휴

업체의 수가 건이라 할 수 있다. 한 수수료 수익을 

놓고 융사와의 갈등도 넘어야 할 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최근 4년간 19.1%의 성장

세를 보이며 40조 원 수 에 이르며, 2015년에는 약 50조 

원 수 에 이를 것으로 측된다. 동기간 모바일뱅킹 등

록수는 4298만 명을 기록하며 가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와 련한 핀테크 서비스가 요해질 것으로 

망된다.

핀테크 시장이 속히 성장함에 따라 연 분야도 동

반해 성장할 것으로 기 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장

도 함께 커질 것으로 상되며 한 보안 문제가 핀테크

의 앞날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안업계, 바

이오테크 시장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분석, 클라우드, 보안 등의 기업도 핀테크

의 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융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산업이 

세계 인 화두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많은 심을 

일으키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우리생활과도 매우 

한 연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인 핀테

크 추세에 해 융 련 기업들의 핀테크 련 동향과 

비 융권인 로벌 IT기업들의 핀테크 련 동향들로 

구분하여 고찰하 다. 이에 응하기 한 국내의 환경 

 문제 들을 검토한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 들에 

해 알아보았다 한 련 업계의 응 노력등에 해 

몇몇 업체를 상으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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