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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efine Fintech services as review previous literatures and identify the traditional Fintech service 

market for analys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Fintech Industry by using the 2014 Input-Output Table. We can identify 

the current market of Fintech industry which consists of VAN, PG, financial SW, mobile banking and Fintech R&D and 

we conduct Input-Output analysis by using non-competitive import model.

The Input-Output analysis results show tha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front/rear chain effect of the Fintech 

Industry are below average of other industries. This is because the Fintech technology and industry were emerging 

in Korea at that time (2014), and thus the ripple effects are not significant. Especially, due to the existing white 

risk financial regulation, new business opportunities have not been open to adapt new ICT-financial technologies. 

Therefore, when the business ecosystem is build through deregulation and platforms of the financial sector, it is 

expected that the Fintech Industry will have a high ripple effect.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current market of Fintech industry from ICT indusries and conduct Input-Output 

analysi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Fintech industry are not remarkable, but it is significant to identify the emerging 

market and present the basic analysis of issued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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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핀테크는 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ICT 기술 기반의 융서비스를 의미하며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5a), 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선

진 ICT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 리스크 분석 등 고

도화된 융업무 역까지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 ․결제 심의 자 융(electronic ban-

king)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있다. 자 융은 기존 

융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간 ․물리  제약성

을 보완하기 해 보 되었다면, 핀테크의 기술들은 

새로운 융기법, 수익모델의 창출 등 서비스의 고

도화에 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6). 스마트폰

의 보 과 CPND(Contents-Platform-Network- 

Device) 생태계가 조성된 이후  세계 으로 핀테

크가 메가 트 드로서 부상 하 고, 우리나라 

한 극 으로 응하기 하여 핀테크 산업의 진입

장벽 완화, 생태계 조성을 한 규제 패러다임 환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한 단계별 추진 략을 발표

하 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5b). 

한 핀테크 련 기업들을 자 융업으로 등록․

리하여 자율  규제 환경 조성  산업 진흥에 힘쓰

는 등(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6) 국가

 차원에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핀테크가 로벌 메가 트 드로서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연구 상으로서 핀

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핀테크 

련 산업의 정의  시장 식별에서의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핀테크가 기존 ICT 산

업  융산업과는 차별 으로 어떠한 효과

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하여 국내에서 핀테

크 서비스  산업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지를 살펴본 후, 시장 식별  산업연 분석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국내의 타 산업․경제에 미치

고 있는 직․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는 

핀테크의 정의와 산업연 분석과 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 핀테크의 산업별 시장을 식

별한 후, 제 4장에서 비경쟁수입형[   ] 산업

연 분석(Input-Output Analysis) 모델을 이용하

여 핀테크 산업의 국가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핀테크의 정의, 용기술  산업분류

융 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5a)는 핀테크(Fintech)를 융(financial)과 기

술(technique)의 합성어로 ICT 기술 기반 융서

비스 는 신  비 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

여 융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한 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의하기에

는 이 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혹은 자 융(electronic banking)과

의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핀테크를 

서비스, 용기술  련 산업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핀테크를 서비스 에서 살펴보자. 융

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5b)

는 핀테크를 ‘IC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융서비스’라 정의하면서 주요 서비스 분야로는 지

결제, 송 , ․ 출, 투자자  모집, 자산

리, 보험, 빅데이터, 보안․인증 등으로 분류하 다. 

국 투자청(UK Trade & Investment, 2014)은 

핀테크를 분야를 통  핀테크 서비스(Traditio-

nal Fintech)와 신생 핀테크 서비스(Emergent Fin-

tech)로 구분하 는데, 통  핀테크는 융회사

의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IT 솔루션, 융 소

트웨어 등을 의미하고, 신생 핀테크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문은행, 송 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

스를 체하는 새로운 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기

존의 자상거래  자 융 서비스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 방식에 을 맞추고 있다면 

핀테크는 거래를 지원하기 한 다양하고 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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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상거

래  자 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통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생 핀테크 서비스는 

융 신에 친화 이지 못한 규제로 인하여 아직 태

동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ISA, 2015).

이어서 핀테크를 기술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지 ․결제 기술, 융 빅데이터 분석 기술, 보안 

등 SW 기술, 랫폼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Park,  

2015; Lee et al., 2015; Ahn, 2016). 지 기술에

는 NFC, 바코드(QR코드 등), Beacon 등을 이용

한 모바일 결제․뱅킹 기술이 표 인 기술이며, 

최근에는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를 

활용한 결제로 확산되고 있다. 융 빅데이터 분

석 기술은 주로 고객 트 드 분석을 통한 상품 개

발(카드사)과 신용도 분석을 통한 융 출(은행

권)에 활용되고 있다. 보안 SW 기술은 사용자 인증 

기술, 해킹 방지 기술, 부정거래탐지 기술(FDS : 

Fraud Defection System)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같은 P2P 인증 기술이 핀테크의 요

한 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랫폼 기술은 주

로 투자자 유치(크라우드 펀딩), P2P 출과 같은 

펀딩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용 은

행 등 신생 핀테크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융 

투자 랫폼은 기존 융 비 낮은 수수료, 신속

한 이체, 사용자 친화  UI 등으로 차별화 되어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다(Park, 2014).

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은 기존 융 서비스 

련 산업(은행․증권․보험, VAN 업체 등)들을 

심으로 용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문은행, 가상화폐 송 서비스 등 신규 산업을 

창출하기도 하 다. Park(2014)은 핀테크 산업을 

크게 송 ( 자화폐 포함)분야, 결제(모바일 결제 

등 자 결제시스템)분야, 투자분야( 융투자 랫

폼 등)로 분류하 고, Chang(2015)은 핀테크 산업

을 송 , 결제, 자산 리, 투자 등의 융서비스와 

보안  데이터분석 등 ICT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6)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을 자 융업으로 명명한 

후 5개 항목( 자지 결제 행, 선불 자지 수단, 

직불 자지 수단, 결제 치, 자고지결제)으

로 분류하여 체계 인 리  규제완화를 한 

차개선을 진행 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핀테크 

산업을 통  핀테크 측면에서 지 /결제, 뱅킹/

송 , 융 SW(보안 등)개발/운 , 융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신생 핀테크 측면에

서 투자 랫폼 운 , 인터넷 문은행 등으로 분

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 한 핀테크 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식별하고 산업연

표와 매칭한 후 I/O 분석(Input-Output Analysis)

을 통해 국내에서 핀테크 기술/산업의 경제  효

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2.2 산업연 분석 선행연구

산업연 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간 

간재의 거래를 바탕으로 산업간 상호연 계

를 수량 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Leontief 

(1951)에 의해 개발되었다. 산업의 경제  효

과, 구조변화 요인분석  산업연 효과 등을 

악하는데 유용성이 입증된 이후 이론과 응용의 측

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산업연 분

석은 한 나라의 산업 체를 포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근방법으로(Kim and Lim, 2014), 

한국은행은 1년 동안 산업간 발생하고 있는 재화

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

라 체계 으로 기록한 산업연 표를 작성하고 있다

(Bank of Korea, 2014). 실측조사를 통해 5년단

로 기 년표를 발행하고(최근 2010년), 그 밖의 

연도에는 기 년표의 부문분류와 포 범  등 작

성기 을 용한 비교년표를 작성하고 있다(최근 

2014년).

산업연 분석을 이용하여 ICT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im et al. 

(2010)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경제  효과를 

산출하기 하여 산업연 표의 6개 부문( 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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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건설, 통신, 운수 등)에서 스마트그리드 산업

을 추출하여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간 ․

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Jung et al.(2013)은 사물인터넷(IoT)의 산

업연 분석을 하여 산업연 표 기본부문(403개) 

, IoT와 연 성이 높은 11개 산업을 IoT 산업으

로 가정하여 분석하 고, 2013년도에 측되는 투

자에 따른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

발인원을 산출하 다. Kim and Hong(2015)는 정

보보호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산업연 표의 6개 산업을 재분류하여 산

업연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정보보호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높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정보보호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한 책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 다.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면, 신기술로 변되는 ICT

기술과 산업들을 기존 산업연 표 분류에 맞추어 

재분류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핀테크의 산업 

포지셔닝 역시 기존 산업에 속해있거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산업

분석의 진행은 미진하 다. 본 연구는 새로운 ICT

기술의 시장식별  경제  효과 도출을 한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단된다.

3. 연구모형의 설계

3.1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분석 모델

산업연 모형(Input-Output Model)에서 투입계

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한 최종수요가 발생하 을 

때, 이에 따라 각 품목구분으로 되는 생산유발

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이다

(Bank of Korea, 2014).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 인 생산변동을 생산유

발효과라고 하며, 이를 계측․분석하는 것이 산업

연 분석의 기본 원리이다(Kim and Lim, 2014).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해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간  생산 효과를 보여주며, 온티에  역행

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도 한다. 그리

고 국내생산 효과만을 분석하기 하여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표를 이용하고

자 하며,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는    

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I는 단 행렬이고,  

는 국산거래표(경상가격)를 이용해 도출한 투입계

수행렬이다.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를 통하여 생산유

발효과를 구할 수 있고, 생산유발계수에 부가가치

계수(부가가치액/총투입액) 곱하게 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유발계수 =      

여기서 총투입액


부가가치액

생산유발계수에 고용계수(산업별고용수/총투입액)

를 곱하면,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고용계

수를 통해 어느 산업부문의 한 단  생산을 해 

직․간 으로 필요한 고용자수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되는 ․후방연쇄효과를 통해 간

으로 필요한 고용자수를 추정할 수 있다.

고용유발계수 =      

여기서 총투입액


고용자수

3.2 핀테크 산업의 시장 황

핀테크 산업은 온라인 지 결제  련 보안기

술 개발에서 시작하여, 재는 모바일 지 결제, 

융 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발 하

고 있다. 온라인 지 결제 기술은 기존의 지 결제 

방식(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온라인에서도 가능

하도록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PG(Payment Gate-

way)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 자서명, 암

호화(PKI, SET, SSL 등)와 련한 보안 련 기술

과 함께 개발되어 왔다.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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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cus Areas Within FinTech(Source : CB Insights, 2014)

결제 기술은 2000년  후반 스마트폰의 보 과 함

께 모바일 결제기술로 개발되기 시작하 고, 기존 

온라인 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뿐만 아니라 Apple, Google 등 로벌 기업들의 

경쟁으로 확산되었다. 모바일 지 결제 기술은 ICT 

기술을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력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컨(Beacon) 기술등이 새롭게 

용되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랫

폼은 이베이의 랫폼을 활용한 Paypal, 아마존을 

활용한 Amazon wallet, 그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Apple pay, Google wallet 등이 지 결제 시장에

서 보 이 되었으며, 국은 알리바바를 활용한 알

리페이, 바이두를 활용한 바이  등으로 시장을 선

하 다. 국내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활용한 네이버 페이, 삼성단말기를 이용

한 삼성페이 등 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결

제기술이 개발되어 보 되었다. 모바일 결제 시장

이 핀테크의 주력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13년 2,354억 달러에서 

’15년 4,311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17년에는 7,214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13 ’14 ’15 ’16 ’17

235.4 325.2 431.1 563.4 721.4

<Table 1> The Size of Global Mobile Payment Market 
(unit: billion $)

Source : Gartner, 2013.

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융 빅데이터 분석의 비

은 커지고 있다. <Figure 1>을 참조하면, 2010

년 이 에는 지 결제가 핀테크에서 차지하는 비

이 50% 이상을 차지하 고, 융 빅데이터 부분은 

20% 이하에 불과하 지만, 2010년 이후로는 비

이 차 커져서, 2013년에는 약 30% 수 에 임박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용도

를 분석하여 출, 신용 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높

아지고 있다. 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로 마 , 리스크 리 등 융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The size of Korean Mobile Payment Market 
(Source : KOSTAT, 2015)

계속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으로 식별되는 시장은 모바일 결제시

장으로 2014년 기  14조 8,690억 원 수 으로 성

장하 고(<Figure 2> 참조.), 이는 오 라인 지 /

결제 시장의 약 4% 수 이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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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The Size of Credit Card and Mobile 
Payment Market(Source : KOSTAT, 
2015)

국내 핀테크 산업은 각종 융/보안 규제로 인하

여 해외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음에 따라 모

바일 결제시장을 제외하고서는 국내의 핀테크 시장

이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하여 ｢2015년 IT 융 융

합 지원방안｣을 통해 규제완화와 자  지원 등 정

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이다. 정책

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패러다임의 환, 융제

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

으며, 특히 신생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한 인터

넷 문은행 도입(’16년 하반기), 빅데이터 활성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실시(’16년 1월), 온라

인 보험슈퍼마켓 도입(’15년 11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3.3 산업비  도출  산업연 표 재분류

핀테크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산

업연 표의 분류체계에서 핀테크 산업을 별도로 

추출하기 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테크 

산업  카카오뱅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신생 

핀테크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17년 이후에 식별

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2014년 기 에서 식별되고 있는 통  핀테

크 4개 시장(모바일결제, Fintech SW, 자 융, 

R&D)을 기 으로 2014년 산업연 표(Bank of 

Korea, 2016)를 이용하여 핀테크 산업을 재분류 

하 다.

통  핀테크 산업의 재분류를 해 4개시장에 

한 황  산연표 소분류 비 비 의 산출이 필

요하다. 우선 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과 가장 

한 시장은 VAN사의 매출이다. 2014년 모바일 결

제시장 규모는 약 14조 8천억 원이고 VAN사의 수

수료율은 약 10%로 상되기 때문에 약 1조 5천억 

원을 VAN사의 시장규모로 간주하 다. 한 모바

일 결제시장은 VAN사보다 PG사가 훨씬 더 

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PG사의 업

이익률을 통한 시장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PG사  시장지배력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시장 유율을 바탕으로 PG사들의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 기  약 9천 2백억 원

으로 나타났다. 이 두시장의 합계를 모바일결제시

장 규모로 간주하고자 한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모바일 뱅킹 시장이 있다. Bank of 

Korea(2015)에서 발표한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황을 참고하면, 거래액 기 으로 인터넷 뱅

킹 서비스의 비 은 35.4%이고, 그  스마트폰 뱅

킹 비 은 4.9%임에 따라 체 거래규모 비 모바

일 뱅킹의 비 은 1.8% 수 (2014년 기 )으로 추

정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2014년 산업연 표

의 융업 최종 수요액에 환산하면 연간 시장규모

는 약 9천억 원 수 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보

안기술  융 SW 개발의 시장규모를 악하기 

하여 국가 R&D 산 자료를 참고하 다.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 R&D 사업 

자료를 참고한 결과 2014년 기  핀테크 련에 개

발된 산은 공공부문에서 약 13억 원, 민간 부문에

서 약 40억 원 수 이었다. 따라서 해당 액만큼을 

핀테크 연구개발에 사용된 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핀테크 산업의 재분류 기 에 용하 다. 추정된 

시장규모(estimated sales, B)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연 표에서 매칭된 최종수요

(final demand, A)에 입하면 각 소분류별 비

(ratio, C)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The Fintech Industry    53

I/O table Code Classification Final Demand(A) Estimated Sales(B) ratio(C)

129 Other Telecommunications VAN 4,647,918 1,488,980 32.0%

132 SW development & Supply
PG

31,702,245
922,052 2.9%

FinTech SW 3,953 0.012%

136 Central banks and depositories Mobie Banking 51,426,600 904,645 1.8%

144 Research Institute FinTech R&D 73,747,651 1,290 0.002%

<Table 2> Comparison between I/O Table and FinTech Industries(unit : million won, %)

Source : Bank of Korea(2015), Bank of Korea(2016),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tat, 2017.

No. Classification
I/O Table

(Small Category NO.)

0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8

02 Mine 9～12

03 F&B and tabacco industry 13～23

04
Textile and leather products 
manufacturing

24～29

05
Wood, paper, printing and 
reproduction

30～35

06
Manufacture of coal and petroleum 
product

36～37

07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38～50

08
Manufacture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51～55

09 1st metal product manufacturing 56～62

10 Manufacture of metal products 63～66

11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67～77

12
Manufa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78～89

13 Precision Machinery Manufacturing 90～91

14
Manufacturing of transportation 
equipment

92～98

15 Other Manufacturing 99～100

16 Electricity, gas and gas companies 101～103

17 Water, waste and recycling services 104～107

18 Construction industry 108～114

19 Wholesale and Retail 115

20 Transportation 116～124

21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 125～126

22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127, 128, 129(0.68), 130, 
131, 132(0.97), 133～135

23 Finance and insurance 136(0.98), 137～139

24 Real Estate & Business Services 140～143

25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44(0.99998), 145～148

26 Business support service 149～151

27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152

28 Education service industry 153

29 Health and social service 154～156

30 Culture and other service 157～161

31 FinTech Industry
129(0.32), 132(0.03), 

136(0.02), 144(0.00002)

<Table 3> Criteria of Reclassification for 2014 I/O Table 추정된 소분류별 비 을 바탕으로 산업연 표상

에서 별도의 핀테크 산업을 추출하여 분류 기  

31번째 산업(핀테크 산업)으로 재분류 하고, 핀테

크 비 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기존 30개 분류

로 재편성 하 다(<Table 3> 참조). 

3.4 분석 차

재분류된 31개 산업을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분

석 모델{   }을 이용하여 핀테크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등 경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산업의 재분류, 생산유

발계수 추정  경제  효과 측정을 해 Excel의 

행렬식 함수(mmult, minverse 등)를 이용하 다. 

생산유발계수는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분석 모델 

그 로 나타나며, {   } 추정된 생산유발계수

의 열합계  행합계를 통해 ․후방연쇄효과( 향

력계수, 감응도계수)를 살펴볼 수 있다. 생산유발계

수에서 총산출에서 부가가치 비 을 곱하면 부가가

치유발계수{   }를 추정할 수 있고, 총산출

에서 취업자수 비 을 생산유발계수와 곱하면 고용

유발계수{   }를 산출할 수 있다. 추정된 유

발계수 값에 융  보험업의 최종수요(FD : Final 

Demand)를 곱하면 각 산업별 산업연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이와 같

은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통  핀테크 산업의 경제

 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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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inducing effect
(million won)

Value-added effect 
(million won)

Labor-inducing effect 
(million won)

Sensitivity
coefficient

Influence factor 
coefficient

455,606 243,219 1,055 0.5506 0.8977

<Table 4> Summary of Economic Effect of The Fintech Industry 

No. Classification
Front 
chain 
effect

Rear 
chain 
effect

0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0.0007 0.0059 

02 Mine 0.0008 0.0003 

03 F&B and tabacco industry 0.0009 0.0129 

04
Textile and leather products 
manufactruring

0.0007 0.0057 

05 Wood, paper, printing and reproduction 0.0009 0.0131 

06
Manufacture of coal and petroleum 
product

0.0004 0.0184 

07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0.0007 0.0198 

08
Manufacture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0009 0.0025 

09 1st metal product manufacturing 0.0006 0.0106 

10 Manufacture of metal products 0.0008 0.0066 

11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0.0008 0.0054 

12
Manufa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0.0007 0.0730 

13 Precision Machinery Manufacturing 0.0008 0.0038 

14
Manufacturing of transportation 
equipment

0.0007 0.0046 

15 Other Manufacturing 0.0009 0.0061 

16 Electricity, gas and gas companies 0.0003 0.0294 

17 Water, waste and recycling services 0.0009 0.0069 

18 Construction industry 0.0008 0.0054 

19 Wholesale and Retail 0.0021 0.0502 

20 Transportation 0.0010 0.0268 

21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 0.0013 0.0270 

22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0.0034 0.1117 

23 Finance and insurance 0.0032 0.0441 

24 Real Estate & Business Services 0.0019 0.0353 

25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0.0016 0.0635 

26 Business support service 0.0019 0.0767 

27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0.0014 0.0067 

28 Education service industry 0.0008 0.0007 

29 Health and social service 0.0010 0.0031 

30 Culture and other service 0.0012 0.0121 

31 FinTech Industry 1.0037 1.0037 

<Table 5> Production Induction Coefficient for Fintech 
Industry

분류된 핀테크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난다. 융  보험업

의 수요(2014년 기  약 141조 원)가 발생했을 때 

핀테크 산업이 국가 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약 4,556억 원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2,432억 원, 그리고 약 1,055명의 고용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산업연 표 

상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단되며 핀테크 산업보다 효과가 낮은 

산업은 산품, 비 속 물제품, 건설업, 교육서비

스업만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방연쇄효과(감응도 계수)와 후방연쇄

효과( 향력 계수)를 살펴보면 향력 계수가 감

응도 계수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방연쇄효과

보다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효

과(후방연쇄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수값 모두 1 이하인 것을 봤을 때, 아직

까지 핀테크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련 산업에 

미치는 향력이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식

별되는 시장의 규모가 기 때문이기도 하며 2014

년 기 으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

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한 

재 식별되는 지 /결제 시장만으로는 시장에 

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신생 핀테크 시

장의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다음 <Table 5>를 통

해 핀테크 산업에 크게 향을 미치는 산업과 

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산업별로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면, 핀테크 산업에 간재를 납품하는 산업  

가장 효과( 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정보통

신  방송업, 융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핀테크 산업의 최종재를 수요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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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정보통

신  방송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  자기

기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 표의 재분

류시 정보통신  방송업에서 핀테크 산업의 추출 

비 이 높기 때문으로 단되며, 정보통신  방

송업을 제외했을 시 기/ 자기기 제조업, 사업지

원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2014년 시 에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의 경제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기존 ICT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

다. 이는 분석시 에서 핀테크 산업의 시장 식별

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핀테크 시장이 ’15년부

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련 산업 진흥  시장규

제가 ’16년도 이후로 나타나는  등에 한 향

으로 볼 수 있다. 한 기존 융업의 효과에 

비해 핀테크 산업이 향력을 나타내기까지 더 시

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정의하고, 련 기술  산업분류에 해

서 살펴본 후, 통  핀테크(Traditional Fintech) 

서비스를 바탕으로 2014년 기  시장을 식별해보

았다. 그 결과 핀테크 산업은 지 /결제 시장을 심

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산업으로 VAN, 

PG, 융 SW, 모바일 뱅킹, 핀테크 련 R&D 산

업 등을 식별할 수 있었다. 식별된 산업을 바탕으로 

2014년 산업연 표의 소분류 기  매칭을 통해 핀

테크 산업을 재분류할 수 있었고, 비경쟁수입형 모

델을 이용하여 산업연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시 에서 핀테크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연도 시 (2014

년)에서 아직까지 핀테크 기술과 산업이 국내에

서 신흥시장으로서 활성화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고, 특히 기존의 화이트리스크 융 규제

로 융부문에서 신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비즈

니스의 기회가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된

다. 하지만 2015년 1월 ｢2015년 IT 융 융합 지

원방안｣을 통해 규제 완화와 련 기술․산업에 

힘쓰기 시작했고, 국내 주요 랫폼(네이버, 카카

오, 삼성 등)들을 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이 가능해질 때, 향후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식별이나 높은 경제  효과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연구  측면에서 신기술의 시장규모를 식별하는 

것이나, 경제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신기술이나 산업의 창출은 

기존 기술이나 산업분류체계에서 용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간 연계 계가 기존 산업과 

상반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ICT 산업에서 분류하지 못한 핀테

크 산업을 식별하고 산업연 분석을 수행하 으

며, 분석결과 상 효과는 높지 않지만 핀테크

를 서비스, 기술  산업측면에서 정의하고 향후 

연구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  분석을 제시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핀테크 산업

에 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신생 핀테크 서비스 

분야(인터넷 문은행, P2P 출, 크라우드 소싱)

의 시장규모가 식별되면 신생 핀테크 서비스 산업

의 경제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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