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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핀테크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 비해 국내의 발전 상황은 다소 느린 편이다. 따
라서 국내의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발전 방향

을 설정할 수 있다. 국내의 핀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주요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송금결제, 금융투자, 자산관

리,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해외송금, 핀테크 SI, 인슈어테크, 가상통화, 보안 및 인증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주요 기술을 확인하고, 현재의 국내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각 서비스별 종사자들

의 분포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핀테크 회사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금융산업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Although the fintech industry is developing rapidly around the world, the domestic development situation is rather slow 
compared to the speed. Therefore,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can be se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fintech industry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The main services 
provided by companies belonging to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are in the areas of remittance settlement, financial 
investment, asset management, crowdfunding, P2P finance, overseas remittance, fintech SI, insurtech, virtual currency, 
security, and authentication. It is divided into. This study identifies the main technologies used in the service and grasps 
the current domestic statu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workers by each service.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technical analysis of finte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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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핀테크(Fintech)의 용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팽배하

던 2008년, 금융 업체들이 IT 업계와 함께 금융위기 극

복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면서 처음

으로 등장하였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

크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세
계적인 컨설팅 기업 KPMG(2019)는 핀테크 산업에 대

한 투자금액이 전세계적으로 2016년 81억 달러였던 것

이 2018년에는 317억 달러로 4배가량으로 크게 향상되

었다고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은 이러한 지속적 투자를 

발판삼아 금융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핀테크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모바일 소

비와 거래가 대폭 확대되었다. 스마트폰 및 다양한 모바

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해 모바일 상거래 시장이 급

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또한 모바일기

반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핀테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기술 혁신 속도의 향상으

로 인해 IT와 Finance의 융합기술이 발달하였다. 블록체

인 활용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지원 

기술들이 발전하였다. 셋째, 금융시장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면서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

델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핀테크 시장

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기
업들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IT 기업들이 블루 오션

을 찾아 모바일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핀테크 시장

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사들은 효율

성을 증가시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반 소비자

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진 방법으로 금융 상품 및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대표 분야인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로 인

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핀테크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금융과 IT 역할이 적절

히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최근에는 금융보다 IT의 역할

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테크핀(Techf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IT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주도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더

불어 급격히 발전하는 IT의 적용으로 인해 IT 분야가 강

조되는 금융서비스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서비스가 성장함으로써 중국은 

향후 5년 이내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결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면서 핀테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Ⅱ. 핀테크 현황

2.1. 해외 핀테크 현황 

CBINSIGHTS(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2.16배 상승하였고, 
그 중 핀테크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산관리가 30%, 결제는 23%, 대출이 19%로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결제 관련 업종이 누적 투자 금

액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핀테크 시장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모바일 결제의 

규모는 2014년의 85억 달러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1,19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는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원격 지불 

서비스였으며, 그 외에도 매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결제

하는 서비스 및 모바일 P2P 송금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전세계에서 간편결제가 가장 대

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나라로서, O2O 서비스의 서비

스의 성장과 함께 2012년 이후로 급격하게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했다[2].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7
년 한화 약 33,478조원의 규모였으며, 이러한 모바일 결

제시장의 성장원인은 QR 코드의 폭넓은 사용 및 스마

트폰의 보급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2017년부터 

알리바바 등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유통 모델이 등장함

으로써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또한 모바일 

결제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2018년에는 중국의 모바

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80%에 

달하는 약 6.5억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장점유

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즈푸바오와 위챗페이가 1,2위를 

차지하였다. 

2.2. 국내 핀테크 현황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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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018년도 말을 기준으

로 약 23.8억건이었으며, 이용금액은 80조 1,453억원으

로 파악됨으로써, 2016년과 비교하여 대략 3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해외 핀테

크 산업 현황과 비교하면 핀테크 산업에의 투자 수준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8년 기준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수준은 전세계 규모의 1%에 해당하는 2,000
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핀테크 분야

2019년 한국투자증권의 핀테크 산업분석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핀테크 업체는 303개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 말 기준 346개의 업체

가 조사되었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편

결제, 전자결제, 해외송금, P2P 펀딩 서비스, 투자 자문,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기반 보험비교 플랫폼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의 서비스 분야

와 해당 분야의 종사자 수를 다음 [표1]에 정리하였다.
서비스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송금결

제로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크

라우드펀딩/P2P금융이 13%, 보안 및 인증 서비스가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핀테크 분

야의 종사자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1,569명이며, 업
체의 수가 가장 많은 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의 종사자가 4,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으로는 

인슈어테크 분야에 1,318명, 보안 및 인증 분야에 1,098
명,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 분야에 1,049명 순으로 나

타났다. 

3.1. 송금결제 서비스

송금결제란 모바일 및 온라인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의 서비스들에 비해 금융적

인 면에서의 장점은 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능화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은행의 수수료는 절

감시키면서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송금 서비

스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3].

Table. 1 Classification of Fintech Companies and 
Current Status of Workers

field
company Number of 

employees (persons)count ratio
Remittance payment 83 24.0% 4,129
Crowdfunding/P2P 

finance 45 13.0% 1,049

Financial investment 18 5.2% 289
Asset management 33 9.5% 524

Overseas remittance 14 4.0% 395
Fintech SI 18 5.2% 350

Security/Authenticati
on 44 12.7% 1,098

Insure Tech 23 6.6% 1,318
Virtual currency 6 1.7% 626

Others 62 17.9% 1,791
total 346 100% 11,569

3.2. 크라우드펀딩/P2P금융

크라우드 펀딩이란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 상에서 중개업체를 통

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방식을 의

미하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할 시 발행을 취소하고, 80%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단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펀
드형, 주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기부형은 보

상을 전제하지 않으며, 보상형은 프로젝트 성공 대가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며, 대출형은 만기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4]. 
크라우드 펀딩 중 P2P 금융은 경제주체 간의 금융거

래가 금융회사라는 별도의 매개체 없이 일어나는 서비

스로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한다. P2P 금융의 

경우, 금융회사라는 중간 매개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P2P금융 시장은 2010년 3억 달러의 규모였

으나, 2016년에는 640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며, 2025
년에는 10,0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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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산관리

핀테크 분야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

인 서비스 방식은 로보어드바이저이다. 이는 로봇(robot)
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로봇에 의한 자산관

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마주

하지 않고 온라인 기반의 환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마

련해주는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5].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산 규모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대중

성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낮은 수수료를 실현하고, 웹
페이지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접

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산관리사

의 주관이 아닌 알고리즘에 기반해 투명한 서비스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오픈뱅킹을 도입하여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됨으로써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로보어드바이저 방

식의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3.4. 금융투자

금융투자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첫째,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자산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국내에

서는 가계부앱, 통합자산관리 앱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투자 자산을 비롯해 거래내

역 등을 분석하여 고객의 재산증식을 돕는 핀테크 서비

스를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

한 온라인 및 모바일 자산전문 서비스, 그리고 투자정보 

및 금융뉴스 알림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셋
째, 금융투자 상품의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방식을 들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 상품을 

비교해주거나 추천하고, 혹은 신상품 출시 안내를 해주

는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정부의 금융 혁신 정책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자기자본의 요건을 완화하고, 펀드 운용 허용 등이 가능

해짐으로써 금융투자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Ⅳ. 핀테크 기술

최근 몇 년간 핀테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핀테크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핀
테크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 빅데

이터 기술 활용 분야, 금융산업의 혁신 분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4.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이를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

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P2P네트워크, 암호화, 분
산 장부, 분산 합의로 구성된다. 블록체인의 혁신적 기

술력은 핀테크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또한 새로운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

장 큰 변화가 생겨난 부분은 해외로의 송금 서비스이다. 
해외 송금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가상화폐

를 이용해서 송금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으며, 거래 처리가 이루어지는 속도 또한 매

우 빨라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의 역할

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관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6]. 
비트코인 분산 원장 관리 시스템은 긴 블록체인을 연

속적으로 이어 분산 원장이 연결된 형태로 설계되었지

만, 실제 현업에서 활용될 때는 하드 포크와 같은 방식

으로 분리된 원장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포크가 

블록체인을 응용한 거래처리 방색에서 큰 문제로 인식

되는 경우도 있다[7]. Cong과 He의 연구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을 진행시키는 경우, 비
즈니스 상황에 따라 계약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8].

4.2. 빅데이터 기술

핀테크 서비스에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금융 산업에서 빈번히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위한 패턴 

및 추세, 상관 관계 등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0: 1384-1389, Oct. 2020

1388

Table. 2 fintech field in Major application technologies

field
Fintech technology

Blockchain Big Data AI Others
Remittance 

payment 7 16 4 56

Crowdfunding/P2P 
finance 5 5 0 35

Financial 
investment 2 7 2 7

Asset management 6 11 2 14
Overseas 

remittance 2 1 0 11

Fintech SI 4 5 0 9
Security/Authentic

ation 6 11 2 25

Insure Tech 0 8 4 11
Virtual currency 4 0 0 2

Others 7 21 10 24
Total 43 85 24 194

딥러닝 기술을 금융거래에 적용시킨다면, 금융 거래

를 위한 세부 지표를 수집하고, 데이터 학습을 위한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자금 투자에 대한 정보 활

용 및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투

자 전문가들에게 투자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 주가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특허 출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 기반 기술에 따른 혁신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 346개 업체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된 대표적인 기술을 [표2]
에 정리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핀테크 업체들을 제공 서비스

의 분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해당 업체의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 동시에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한 핀테크 관련 기술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핀테크 열풍은 기술의 금융업계 

진출이라 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금액과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이 인터넷의 연결망으로 해결되

고, IT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IT기업들은 지급결

제 관련 시장에 진출하거나 P2P라는 새로운 금융시장

을 생성하였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역할을 핀테크 업체

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국내의 핀테크 영역은 ‘친밀성’
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금융업계에서 더욱 빠르게 발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업체들의 

기존의 금융기관의 위치를 뛰어넘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 금융시장에서도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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