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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글로벌 시장 규모
●

▶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와

2018년 핀테크 시장 투자규모, 1,118억 달러 기록
다국적 컨설팅기업 KPMG는 2018년 핀테크 시장 투자 규모가 1,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Technology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고 발표함.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17년 기록한 508억 달러 대비 120% 증가하였음.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

한편, 투자 거래 성사건 수는 2,196건으로 전년대비 29건 증가하였음. 2018년에는 대형

업의 변화를 통칭

거래가 특히 눈에 띄는데, 미국 결제 서비스 업체 Vantiv가 영국의 Worldpay를 14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사모펀드 Blackstone은 금융 정보 제공업체 Refinitiv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한편, 런던거래소는 2019년 Refinitiv를 270억 달러에 인수하였음

[그래프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투자 규모

자료 : Statista

▶

은행 관계자 91%가 핀테크 기업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글로벌 컨설팅업체 캡제미니(Capgemini)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 관계자의 91.3%
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핀테크 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기업들과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응답함. 반면 응답자의 4.3%는 핀테크 기업과 경쟁할 계획이
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3%는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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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세부 시장 규모
▶

KPMG, 2018년 기준 핀테크 권역별 시장 규모 1위는 미국
미국은 핀테크 시장이 가장 발달된 국가로, 2018년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가 545억 달
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유럽의 투자규모는 34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536건
의 거래를 성사시킴. 아시아는 핀테크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8년 한 해간 총 372건 22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됨. 중국의 핀
테크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투자규모도 3억 4,600달러까지 성장하
면서 아시아 지역 핀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소비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핀테크 분야는 결제 서비스
PwC가 1,3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핀테크 분야별 서비스 활용 비율에 따르면, 가장 많
이 활용하는 서비스는 결제서비스로, 응답자의 84%가 이용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
음. 2위는 예금 이체 서비스로 68%를 기록했으며, 개인 재무관리와 개인대출 서비스가
각각 60%와 56%로 그 뒤를 이었음. 예금 서비스 이용 비율이 49%, 보험과 자산관리 분
야는 각각 38%로 나타남

[그래프 2] 핀테크 분야별 서비스 활용비율

자료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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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모바일 뱅킹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상은행 증가할 전망

●

가상은행(Virtual Bank)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상은행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신흥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

시장과 선진시장의 차가 뚜렷한 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다른 요인으로 가상은행 발전을

는 무점포 비대면거래 방식의 은

견인할 것으로 보임. 신흥시장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들로,

행.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only
bank), 혹은 Direct Bank라고도

은행서비스의 허점이 많아 디지털 은행이 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함

선진시장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은행들이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
넷의 발달로 디지털 은행이 출범함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

▶

P2P 대출 시장 더욱 확대될 전망
P2P 대출은 개인 간 대출을 뜻하며, 은행이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와 투자 대상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대표적임. P2P 대출

스. 보통 중개업체가 자기자본으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90억 달러 규모

로 먼저 대출을 한 뒤 투자자를

였던 시장은 2015년 7배 상승한 64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함. 아울러 2025년에는 1조 달러

모으는 방식을 활용함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그래프 3] P2P 대출 시장 전망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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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결제 서비스
▶

2022년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 2,74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중 하
나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544억 달러를 기록한 모바일 결제 거래 규
모는 2021년 78% 증가한 2,7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모바일 결제 서
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2018년 4분기 기준 인터넷 이용 인
구의 47%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이 각각 38%와
31%로 그 뒤를 이었음

[그래프 4]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

(단위 :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블록체인 활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활발
블록체인 기술은 지급결제시장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임. 보안성 개선 등을 분산원
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도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KPMG에 따르면, 결제서비스와
전자화폐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투자금액은 2018년 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관
련 투자 거래 성사건수는 494건으로 추산됨

▶

블록체인 도입 추진현황
소프트뱅크는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업체 TBCA Soft와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
(Synchronoss Technologies) 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CCPS'
를 출시할 예정임. 아울러 VISA는 2019년 6월,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 ‘Visa
B2B 커넥트’ 서비스를 개시함. 해당 서비스의 출시로 금융기관이 기업 고객을 대신해 해
외 결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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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서비스
●

▶

인슈어테크, 최근 2년간 비약적 성장
IT 기술을 활용한 보험서비스를 일컫는 인슈어테크는 2017년과 2018년 비약적으로 성장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Insurance)와 기술(Technol

하였음. 2018년 한 해 동안 총 거래 건수는 242건이며, 이 중 1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

ogy)의 합성어로,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을 활용해

모의 거래는 총 13건이었음. 특히 건강 보험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보험금 청구관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

리와 보험료 책정 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뤘음.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주

스를 일컬음

목할 만한데, 이는 낮은 진입장벽과 많은 인구,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 등이 강점으로 작
용하고 있음
[그래프 5] 인슈어테크 민간 투자 거래 건수

자료 : KPMG

▶

대형 인슈어테크 투자 유치 사례

① 구글, 오스카헬스에 3억 7,500만 달러 투자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은 2018년, 건강보험 제공업체 오스카헬스(Oscar Health)
에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함. 오스카헬스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간단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 아울러 무료로 웨어러블 단말기를 제공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상태가 호전된 고객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입자 26만 명을 유치함
② PolicyBazaar, 소프트뱅크로부터 2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PolicyBazaar는 소프트뱅크(Softbank)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18년 유
니콘기업 대열에 합류함. PolicyBazaar는 인도의 온라인 보험 플랫폼 서비스로, 가격비교
에서부터 보험 개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PolicyBazaar는 2020년까지 고객 수
1,0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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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서비스
●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

▶

2018년 프롭테크 산업 관련 투자 거래 104건
2018년은 프롭테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해였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ogy)를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

2018년 프롭테크 산업 관련 투자 거래는 총 104건이었으며 거래 규모는 54억 3,800

을 결합한 부동산 산업을 뜻함

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대비 47건 증가한 것이며, 거래 규모는 90% 증가
한 것임
① 카테라(Katerra), 8억 6,5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는 건설 관련 스타트업 카테라에 8억 6,500
만 달러를 투자함. 카테라는 건설에 IT를 접목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으로, 설계에서
자재 납품, 현장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IT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② 오픈도어(Opendoor), 설립 5년만에 유니콘기업 등극

온라인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도어는 2019년 기업가치 38
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유니콘 기업 대열에 합류함. 오픈도어는 매물로 나온 집을 사들여
수리와 정비를 거쳐 되파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차익과 중개수수료를 통해 수익
을 창출하고 있음

[그래프 6]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 관련 인수합병 거래 추이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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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선도 기업
1) 대형 IT 기업
▶

대형 IT 기업, 미국 금융 서비스 수입의 40% 차지할 전망
맥킨지앤컴퍼니(Mackinsey&Company)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서비스 총 수입 1조
3,500억 달러 중 대형 IT 기업이 창출해낸 수입은 40%를 차지하게 될 전망임. 특히 애
플과 구글, 아마존은 이미 보유 중인 사용자를 기반으로 금융 시장에서 규모를 늘려가고
있음. 아울러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브라(Libra) 출시를 준비 중임

① 애플(Apple)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Apple Pay)를 처음 출시한 이후 핀테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
장세를 보여 왔음. 애플은 2019년 8월, 애플카드(Apple Card)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금
융시장에 진출함. 애플카드는 실물카드가 없더라도 전용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아울러 이용한도 및 이용 내역 등도 애
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별 2~3%의 캐시백도 제공함. 아울러 애플은 가상
화폐 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② 구글(Google)

구글은 지금까지 고객경험 확장의 차원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2018년에는 구글
페이(Google Pay)를 출시하고 P2P 송금과 NFC를 활용해 기기 간 접촉을 통한 결제 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아울러 2018년에 보험관련 기술 공급업체 Applied Systems의 지분
을 매입해 건강 및 보험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③ 아마존(Amazon)

아마존은 결제서비스는 아마존 페이(Amazon Pay)를 비롯하여 온라인 대출 서비스 아마
존 렌딩(Amazon Lending)과 보험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마존 렌딩은 소
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아마존 플랫폼에 입점한 소매상을 대상으로 최
대 1년간 연 6~17%의 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대출금은 24시간 이내에 지급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④ 페이스북(Facebook)

리브라어소시에이션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출시를 앞두고 금융 당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가

(Libra Association)

상화폐 출시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였음.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리브라 화폐와 관련된 모든 사항
을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단체로,

로, 전 세계 금융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시작되었음. 페

마스터카드와 비자, 우버 등 현재

이스북은 독자적인 전자지갑 서비스 칼리브라(Calibra)를 출시하고 향후 소셜미디어를 통

28곳의 관련 기관이 참여 중

한 간편 송금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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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랩(Grab)
●
▶

그랩, 동남아 중소기업 위한 종합 금융 서비스 발표

Grab

그랩은 ‘Grow with Grab’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에 중소기업 대출 및 보험 서비스
기본 정보

를 출시함. 그랩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용 종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험 및 할부요금 납

∘ 설립년도 : 2012년

부, 그랩페이(GrabPay), 온라인 지불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임. 그랩은 이를 통해 최대

∘ 국국국적 : 싱가포르

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거래 네트워크뿐 아니라 핀테크 대

∘ 직원수 : 2만 7,000명

출, 인슈어테크 등을 제공할 계획임

∘ 매출액 : 10억 달러 (‘18)

① Pay Later

그랩은 일본 신용카드회사 Credit Saison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그랩 운전자들이 대출을

핀테크 관련 최근 활동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아울러 무이자 할부 서비스 ‘Pay Later’를 출시하고,
∘ 2019년 중소기업 위한

신용도 평가 등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자 없는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종합 금융 서비스 발표
∘ 2019년 향후 5년간
베트남 핀테크 및

② pay-as-you-drive

모빌리티 사업에 5억

그랩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 Zhong An과 협력하여 보험 서비스를

달러 투자

제공한다고 발표함. 그랩은 이미 그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 프리미엄 제품인 ‘pay-as-you-drive’보험을 출시하여 자동차 보험료만 지불하고도

∘ 2018년 우버(Uber)

생명보험과 중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동남아 지역 사업부 인수

▶

향후 5년간 베트남 핀테크 및 모빌리티 사업에 5억 달러 투자 계획
그랩은 베트남에서의 핀테크, 모빌리티 솔루션, 물류사업에 5년간 5억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이라고 발표함. 그랩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 교통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
비스,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임. 아울러 그랩은 베트남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공적
및 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020년까지 베트남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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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
▶

앤트파이낸셜, 기업가치 1,500억 달러 육박

Ant Financial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시장임. CB
기본 정보

Indight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15조 5,000억 달러를

∘ 설립년도 : 2014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Alipay)는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

∘ 국적 : 중국

시장 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음. 알리페이는 알리바바(Alibaba)가 자사 인터넷쇼핑몰

∘ 직원수 : 1만 명

타오바오(Taobao, 현 T-Mall)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현재 중

∘ 기업가치

국 전역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알리

: (‘19) 1,500억 달러

페이를 시작으로 투자 전문 애플리케이션 위에바오(Yebao)를 출시하며 비약적으로 성장

핀테크 관련 최근 활동

하였으며, 2014년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이라는 이름으로 분사하였음. 결제서비스를
비롯 주식, 보험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며 2019년 현재 기업 가치는 1500억

∘ 2019년 기업가치
1,500억 달러 육박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결제 규모 8조
8,000억 달러 기록

[그래프 7]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점유율

∘ 2018년 건강보험 서비스
Xianghu Bao 출시

자료 : Statista

▶

건강보험 서비스 가입자 5,000만 명 돌파
앤트파이낸셜은 2018년 10월, 건강보험 서비스 XIanghu Bao를 출시함. 해당 서비스는
생후 30일의 갓난아이부터 만 59세 중장년층까지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으로, 현
재 가입자가 5,000만 명을 넘어섰음. 해당 상품은 보험 가입 문턱이 낮으며, 현재 가입자
의3분의 1이 중국 내 빈곤지역 거주자이며 절반 이상은 이주 노동자임. 해당 상품은 가
입자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비즈니스 모델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알리페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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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유망 기업
▶

2018년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8곳 탄생
2019년 1월 기준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은 39곳에 달하며, 총 기업 가치는 약 1,474
억 달러임. 대부분의 기업이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기업들도 성장하는 추
세임. 이들 중 18곳의 기업이 2018년에 유니콘 기업이 되었음

▶

핀테크 선도 기술 선정

① Brex (중소기업 위한 핀테크 서비스) -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26억 달러
- 법인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제공
② Tiger Brokers (주식중개업) -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 글로벌 주식 거래에 특화된 주식중개 업체
③ monzo (인터넷/모바일 뱅킹) - 20억 파운드 규모의 챌린저 뱅크
- 영국 최대 인터넷 은행

[표 1] 2018년 탄생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지역

기업명

기업가치

주요 내용

(단위: 달러)

Circle

30억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P2P 결제 네트워크

UiPath

30억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개발

PLAID

27억

API를 통해 사용자 은행 계좌와 애플리케이션 연동

DevotedHealth

18억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BREX

26억

법인용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Dataminr

12-16억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업체

TRADESHIFT

10억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

toast

14억

레스토랑 POS 솔루션 제공

ROOT

10억

차보험 서비스 제공

Revolut

17억

선불카드, 환전, 암호화폐 거래 등 은행업 서비스 제공

monzo

12.7억

Lakala

16억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Tiger Brokers

11억

온라인 주식 중개업체

한국

Toss

12억

온라인 송금 서비스

인도

policybazaar

10억

온라인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제공

미국

영국
영국의 인터넷 은행

중국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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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EX – 중소기업 위한 핀테크 서비스
▶

기본 정보

Brex,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26억 달러 달성
기업용 신용카드 발급 업체 Brex는 최근 신규자금 1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26억

∘ 설립년도 : 2017년

달러를 달성하였음. Brex는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충당할 때, 법인카드 발급이 어려워 개

∘ 국적 : 미국

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출시하였음. 해당 서비스는 스타트업 창업자

∘ 직원수 : 51~200명

의 경제상황이 아닌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함. 따라서 스타트업 설

∘ 기업가치

립에 필요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음. 해당 기술은 제3자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

: 26억 달러

으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주요 활동
∘ 스타트업 타깃의 간편

▶

법인카드 발급 서비스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
Brex는 일부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해당 업체에서 Brex 카드를 사용하면 보상을 제공하

∘ 2019년 창업 2년 만에

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용자는 사용한 금액 1달러 당 1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기업가치 26억 달러

있으며, 일부 제휴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7배의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음. 적립된 포

∘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하여

인트는 Brex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 마일리지로

가입 도모

적립하거나 제휴 서비스 할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음

●

Tiger Brokers
기본 정보

2) Tiger Brokers – 주식중개업
▶

Tiger Brokers, 美 나스닥 시장 상장

∘ 설립년도 : 2003년

온라인 브로커리지 사업을 제공하는 Tiger Brokers는 2019년 3월, IPO를 실시하여 미국

∘ 국적 : 벨기에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었음. Tiger Brokers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샤오미

∘ 직원수 : 11-50명

(Xiaomi)로부터 수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Tiger

∘ 매출액

Brokers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 500~1,000만 달러
주요 활동

중국과 미국, 홍콩, 영국 등 전 세계 4대 증시의 브로커리지 업무를 주력 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증권 영업 허가를 취득하였음

∘ 온라인 브로커리지 서비스
제공
∘ 2019년 나스닥 상장
∘ 2015년 샤오미
(xiaomi)로부터 수억 위안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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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zo – 인터넷/모바일 뱅킹
▶

기본 정보

200만 명의 사용자 보유한 영국의 챌린저 뱅크
monzo는 2016년 설립된 영국의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로, 현재 200만 명의 사용

∘ 설립년도 : 2015년

자를 보유하고 있음. monzo는 2017년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

∘ 국적 : 영국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예금 서비스를 비롯해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

∘ 직원수 : 1,001~5,000명

및 대출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음

주요 활동

① 개인용 서비스

monzo는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 2019년 6월, 미국 시장

구축하였음. 또한,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자신의 카드를 쉽게 관리할 수도 있음.

진출 발표

아울러 이용자가 세부내역에 따라 예산 계획을 쉽게 세우도록 예금 계좌를 분리하는 서

∘ 스마트폰만으로 은행 업무

비스도 제공함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② 기업용 서비스

monzo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불 요청과 영수증 발급, 국제 송
금 및 단체 송금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아울러 기
업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기도 함

▶

monzo, Sutton Bank와 협력하여 미국시장 진출
monzo는 2019년 6월, 미국 Sutton Bank와 협력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함.
monzo는 우선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
를 확대해나갈 방침임. monzo는 미국과 영국간의 문화차이를 파악하고, 미국에 맞는 서
비스를 출시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음

[그림 1] monzo 애플리케이션

자료 : mo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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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정책 현황
●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

[표 2] 주요 선진국 핀테크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암호화폐 도입 논의 위한 TF팀 구성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및

⦁핀테크 분야에 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Robo-regulation’의 시범 도입

(‘18) 핀테크 부문
전략 발표

⦁외국 기업과 핀테크 분야 협력 도모
⦁기존 은행과 협력 가능한 산업 표준 설정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마련
⦁핀테크 기업이 우수 인력 영입 지원
⦁2014년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한

금융행위
영국

감독청
(FCA)

⦁‘Project Innovative’의 일환으로 전

(‘15) 규제 샌드박스
실행

세계에서 처음으로 샌드박스 도입
⦁매년 2회 대상 기업 선발
⦁2016년 7월 1기 대상 기업 선발
⦁2019년 4월 5기 대상 기업 29곳 선발
⦁런던 중심지에 위치한 기술 창업 클러스터
⦁5,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 밀집

(‘10) 런던 테크시티 ⦁2013년 영국 금융 중심지 카나리
프로젝트 착수

워프(Canary Wharf)에 유럽 최대 핀테크
클러스터 ‘Level 39’ 별도 조성,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 88개사 입점

미국

재무부

(‘18) 비은행

(Depart

금융기관, 핀테크,

ment of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Treasury)

개선 권고안

⦁금융 규제 간소화 제안
⦁대출, 결제, 재무계획 등 서비스별 규제방식
개선 권고
⦁통합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강조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 강조
⦁2021년까지 핀테크 발전 틀을 구축하고
응용 능력의 강화 실현
⦁중국의 핀테크 수준을 글로벌 선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중국

중국

(‘19) 핀테크 발전

인민은행

규획(2019-2021)

⦁중점 임무 6가지 발표
1) 핀테크 역량강화 및 인재 확보
2) 전반적인 핀테크 응용 수준 개선
3) 서비스 채널 강화
4) 금융 리스크 예방능력 강화
5) 핀테크 관리감독 강화
6) 핀테크 산업 생태계 개선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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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英 금융행위감독청, 핀테크 부문 전략 발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핀테크 부문 전략을 발표함. FCA는 그 일환으로 암호화폐
도입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핀테크 분야 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Robo-regulation’을 시범 도입하였음. 아울러 외국 기업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도모하
고 기존 은행과 협력 가능한 산업 표준을 설정하여 핀테크 분야 발전을 더욱 도모한다
는 방침임. FCA는 향후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지원을 위한 공
동 플랫폼을 마련하며 우수 인력 영입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을 용이하게
할 계획임

▶

규제 샌드박스 5기 대상 기업 선발
FCA는 2014년,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한 ‘Project Innovative’의 일환으로 전 세계
에서 최초로 금융 분야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음. FCA는 매년 2회 샌드박스 적용 대상 기
업을 선발하여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함.
FCA는 2019년 4월, 5기 대상 기업 29곳을 선발하였음
[표 3] FCA 규제 샌드박스 자격기준
자격기준 질문
1

영국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금융 제품인지?

2

혁신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인지?

3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4

샌드박스 안에서 실험이 꼭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인지?

5

실제 고객에게 혁신제품을 선보일 준비가 되었는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

런던 테크시티, 영국 핀테크 활성화 견인
테크시티(Tech City)는 런던 중심지에 위치한 기술 창업클러스터로, 현재 5,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이 밀집되어있음. 특히 2013년에는 영국 금융 중심지 카나리 워프(Canary
Wharf)에 유럽 최대 핀테크 클러스터 ‘Level 39’가 별도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 88개사가 입주해있음. Levle 39는 인근에 위치한 HSBC, 씨티크룹, 바클레이즈
등 대형 금융회사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영국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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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美 재무부,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 발표
미국 재무부는 2018년 7월,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권고안은 총 8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금융 규제 간소화를 제안하고, 대출과 결제, 재무계획 등 서비스 별 규제방식 개선을 권
고하였음. 아울러 통합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금융 정
보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3) 중국
▶

中 인민은행, 핀테크 발전규획 발표
중국인민은행은 3년 계획의 핀테크 발전규획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핀테크 발전 틀의
구축과 응용능력 강화를 실현할 계획임. 또한 중국 일반 대중들의 디지털화와 인터넷화,
스마트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임. 중국인민은행
은 이번 발전규획 발표를 통해 중국의 핀테크 수준을 글로벌 선진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금융서비스 능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여 금융 리스트 통제 수준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해당 규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총 6개의 중점임무를 제
시하였음

▶

중점임무 6가지 발표
[표 4] 핀테크 발전규획 중점임무
중점임무
1

핀테크 역량강화 및 인재 확보

2

전반적인 핀테크 응용 수준 개선

3

서비스 채널 강화

4

금융 리스크 예방능력 강화

5

핀테크 관리감독 강화

6

핀테크 산업 생태계 개선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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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국가 정책 현황
[표 5] 신남방국가 핀테크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싱가

분야

기술(정책)

디지털

(‘19) 가상은행

은행

면허 발급

스타트업

(‘19) Sandbox
Express

포르

주요 내용
⦁2019년 8월, 가상은행 면허 발급 시작
⦁종합 금융 서비스 면허 2건, 기업 금융
서비스 면허 3건 등 총 5건의 면허 발급
⦁2016년 핀테크 분야 샌드박스 도입 후 신생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기준 부합 시 21일 안에 사업 허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16) Project Ubin

디지털화폐 실용화에 대해 연구
⦁싱가포르-캐나다 간 블록체인 활용한 송금
서비스 실험 성공
⦁2020년까지 현금 사용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전자결제 장려

베트남

전자결제

(‘16) 비현금

⦁유통점의 카드결제 서비스 강화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 ⦁공공 서비스 부문 전자결제 도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제 시스템 적용
⦁소비자의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도모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가상은행 면허 5건 발급
싱가포르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가상은행 면허 5건을 발급하
고,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면허 발급 신청을 받고 있음. MAS가 발급 중인 면허는
종합 금융 서비스 면허 2건과 기업 금융 서비스 면허 3건으로 총 5건임. 종합 금융 서비
스 면허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 기업이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싱
가포르 법인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현재 그랩과 싱텔이 면허 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보험회사 핑안(Ping An) 역시 면허권 취득에 나설 전망임.
면허 취득 결과는 2020년 중반 발표되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은행 운영이 시작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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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통화청, 금융서비스의 빠른 테스트 위해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출시
싱가포르통화청은 금융서비스의 빠른 테스트와 도입을 위해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Sandbox Expres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부터 운영되었으
며, 혁신적인 금융 제품 및 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해왔음.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이 승인
과정을 21일로 단축시켜 보다 많은 핀테크 신생 업체들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프로젝트 우빈, 싱가포르-캐나다 간 블록체인 활용 송금 서비스
싱가포르중앙은행은 2016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판 프로젝트 우빈(Project Ubin)을
출범하였음.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중앙은행의 토큰 발행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통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가상화폐
를 활용한 싱가포르-캐나다 정부 간 송금 서비스 실험을 성공하였음. 싱가포르통화청의
소프넨두 모한티(Sopnendu Mohanty) 국장은 2년 뒤 해당 프로젝트의 실질적 활용을 목
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2) 베트남
▶

2016~2020 비현금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
베트남정부는 2016년 비현금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베트남 정부
는 국민들의 비현금 결제를 장려하고, 결제 시스템과 비현금 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보호
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할 계획임. 아울러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에서의 전자
결제 사용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유지하여 부정부패 및 금융 관련
범죄를 방지한다는 방침임
[표 6] 비현금 결제시스템 구축 세부 계획
주요내용
1

2020년까지 현금 결제 비율 10%로 축소

2

2020년까지 30만대의 POS 및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고 연간 약 2억 건의 거래 처리

3

대형 유통점에서의 비현금결제 100% 허용

4

공공서비스 비용 결제의 비현금결제 70% 허용

5

주요도시 소비자의 비현금결제 비율 50% 달성

6

농촌 및 소외지역에 최신 결제 장비 및 시스템 보급

7

15세 이상 연령의 은행 계좌 보유비율 70%까지 확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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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 ‘정보보호 규제, 핀테크 혁신 저해할 수도’
▶

●

소속

EU 회원국들은 2019년 9월 14일부터 보다 강력한 고객인증 및 안전한 통신 표준에 관

Forrester

직위/

Senior

부서

Analyst

한 규제 기술표준(RTS)를 시행함. RTS는 고객인증과 통신 표준을 위한 규제로, 은행과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API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여 계좌정보에
접근하도록 함. RTS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으로 구축되었지만, 모호한 표현과 조
항이 많아 향후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임

Paul McKay,
전문가

EU, 온라인 지급결제 위한 강력한 고객 인증 규칙 시행

Jacob
Morgan

▶

고객경험 저해 가능성
지금까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
음. 하지만 보안 강화를 위해 다단계 인증 및 복잡한 솔루션이 추가됨으로써 쉽고 간단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핀테크 서비스의 고객경험을 저해할 수 있
음.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체 인증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핀테크 기술 혁신의 걸림돌
고객경험과 마찬가지로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솔루션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핀테
크 산업 자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일정 주기에 맞춰 인증방식을 변경
해야하는 시스템은 개개인의 이용자 계정의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하고, 이는 응용프로그
램의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는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전체적인 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음

▶

유럽 전역의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 솔루션 및 API 구축 필요
유럽 전역의 은행들은 각각 독자적인API 표준 및 사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금융
기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불 결제 수행 및 은행 간 인증 수행 시 상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금융 기관이 협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며, 국가별로 개
별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해야하는 수고로움이 들 수도 있음. 따라서 RTS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일정 부분 공통된 솔루션과 표준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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