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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
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
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
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
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
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
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
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
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
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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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
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
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
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
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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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
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
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
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
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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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21세기 들어 개발된 각종 ICT 기술이 금
융업에 도입되면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핀테크의 도
입으로 모바일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기를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게 되거나, 기존에는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서비스가 신기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과 규제 역시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새로운 채널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핀테크는 이러한 정의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
한 금융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시장구조 변화와 규제 변화 등의 종합적인 의미
를 포함하게 된다.
핀테크의 도입은 세계 여러 나라와 한국의 금융산업과 시장구조 및 규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수한 ICT 기반시설에 기초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된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가장 먼저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예금과 대출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최근 들어 오픈뱅킹서비스가 도입되어 특정 은행의 웹사이트에서 다
른 은행 계좌에 접근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고
은행시장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은산분
리원칙이 완화되면서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탄생
하였다.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자들은 증권거래의 대부분을 PC 혹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손쉽게 기업정보나 경제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다양한 투자자문서비스를 매우 손쉽게 활용하게 되었다. 증
권발행시장에서는 기업 IPO 신청과 같은 자금 공급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에 따라 자금공급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보험시장에서는 역시 온라인을 통하여 상품 모집과 가입 및 보험금 신청과
수령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개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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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다소 늦게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특히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선정하는 보험 모집자 대
신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핀테크의 도입은 금융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크게 기존의 지점거래 혹은 대면거래로 이루어지던 금융거래가 비대면거
래로 바뀌게 된 것과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의 도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금융산업의 이러한 변화는 금융 및 ICT 도입이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선진국
에서 발생하여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금융산업이 선진
국에서 발달한 산업이라는 특성과 핀테크 도입 조건인 ICT 인프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ICT 인프라 구축의 경우 막대한 자
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ICT 인프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핀테크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는 비록 우리나
라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늦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남방 국가들에서 핀테크의 도입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하여 핀테크는 반드시 도입되어
야 하는 부문의 하나이다. 디지털경제상에서 각종 상품과 서비스, 금융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전자결제 즉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공고하였고, 인도 역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을 강조하고 이
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 전자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는 이들 국가에서 모두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남방 국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하여 금융포용성 개선을 추진하고 경
제성장 및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 등 개도국에서는 현재 은행 예금 통장을 갖고 사용하는 인구비율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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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중소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사용률도 낮다. 최근 아프리카 등 타 지역에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핀테크가 금융포
용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
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핀테크는 금융서비스 사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효율
성 개선에 기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금
융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 결국 경제효율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신남방 국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핀테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인프라 비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 금융서비스 사용자들
의 인식 변화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그 성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나 개인 장비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기술자나 이를 고용할 기업들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및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진출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5개국은 신남방 국가 중 경제규모
가 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매우 밀접한 국가들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진출 및 핀테크 산업의 협력
이 가장 기대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분야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 추진 방법이나 분야에
매우 적합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17년 사람(People)ㆍ평화
(Peace)ㆍ상생번영(Prosperity) 등 3P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 및 인도간
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신남방 정책은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되는데 핀테크 분야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고 현지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신남방 국가들의 금융포용성 개선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
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정

20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부가 주장하는 신남방 정책의 3P 정신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다.
핀테크는 한국의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하여 금융서비
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핀테크 분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추어
볼 때도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핀테크 기업의 현지 진출은 정부의 신남방 3P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국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현지기업들
과 협력하며 현지 경제발전 및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분야 중
하나인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핀테크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다. 현재까지 핀테크는 계속 발전 및 확
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핀테
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핀테크 산업이 갖고 있는 경제학적인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의 핀테크 현황 분석이다. 이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각국에 도입된 핀테크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핀테
크 발전 사항을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정인 분석을 동시에 사용한다. 정
량적인 분석에서는 핀테크 발전 지수를 작성하여 각국의 핀테크 발전 사항을
비교한다. 너무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의 존
재 여부 혹은 도입 여부만으로 핀테크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우므
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핀테크가 ICT 인프라에 기초하여 도입
되고, 또한 금융서비스 발전 정도와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ICT 인프라 및 금
융발전 정보를 나타내는 지수와 핀테크 서비스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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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핀테크 도입 현황을 살펴본다.
이들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각 지표들을 비교ㆍ분석할 기준이 필요하다. 지
표들의 비교ㆍ분석을 위해 각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지수의
해석에는 한국과 신남방 주요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일정 연도에 한국과 이들 국가가 어느 정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
여 각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성적인 분석은 각국의 도입된 핀테크 서비스를 설명하고, 각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규제와 감독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각국이 핀테크를 추진
하는 이유와 수단 등을 제시하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와 구체
적인 서비스 개선 성과 등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핀테크 발전 과정에서 수행된
각국의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 여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핀테크 이론 및 각국의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기
업의 이들 국가 진출을 위한 진출 방식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매우 발전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핀테크 산업은 이
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때 국내
핀테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출할 것인가, 정부와 공공
기관은 어떠한 지원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신남방 국가들은 경제규모나 구조 및 발전상태 등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인구 약 13억의 인도가 포함되는 반면, 약 6천만
의 태국 및 약 3천만의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도의 1인당 GDP
는 2~3천 달러 수준인 반면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이보다 4배가 높은 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농업의 규모나 주요 제조업 규모 등 경제구조 역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핀테크 서비스 도입의 기본 요건이 되는 ICT 인프
라 역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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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각국마다 차별화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대로 인하여 연구진
들의 신남방 국가들 현지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발
생한 코로나19는 2월 이후 동남아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3월 이후에는
인도에도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본 보고서의 작성기간인 11월
까지 이들 국가는 많은 확진자 수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각국 경제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일부 국가들은 해외입국자들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일
부 국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실시하였다. 이
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연구진들의 현지 방문이 불가능했고, 현지
전문가들의 현지 인터뷰와 서비스 사용 등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
은 서면 및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신남방 지역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고, 교환하는 프로세스만을 진행하였다. 이 점은 연구진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진들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수집하
여 현지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 관련 기업과의 면
접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협력 및 진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거의 최초의 보고서이다. 비록 본 보고서가 정부, 연구
진 및 산업계 등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줄 수 없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
은 정보를 보유한 보고서라고 확신한다.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부 정책이
신남방 지역의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현지기
업과의 협력에 도움을 준다면 연구진들은 매우 보람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 역시 여러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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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신남방 국가 5개국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
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세한 통계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아직까지 이
들 국가 중 일부는 관련 자료를 공표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고, 연구진들이 현지정보를 일부 누락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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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핀테크의 이론적 분석

1. 핀테크의 정의
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 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
(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
하였다.
핀테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① 금융산업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개선
하고 ② 정보재이면서 시스템 재화라는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③ 핀테크 자체보다는 주변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
고 ④ 공공재 성격을 갖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면서 ⑤ 금융산
업에 속하지만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⑥ 서비스의 안전성이 매
우 강조되는 산업이다.
핀테크의 발전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
부터 시작된 은행 내부의 전산화이고,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
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이 지급결제 수단이 되었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
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금융이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
이 보급되면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4단계는 모
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
이며,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
계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를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산업
이 발달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 자산관리·투자결정이 도입되었
으며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보험 판매 및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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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의 정의
가. 금융의 기초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여 흑자경제주체 혹은 자금공급자에서 적
자경제주체 혹은 자금수요자로 자금과 물질이 이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을 통하여 희소한 자원인 자금과 물질이 흑자경제주체에서 적자경제
주체로 이전되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당사자들이 상호간의 물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지만 금융거래는 대가에 대한 교환시점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즉시 대금이 결제된
다. 그러나 금융거래에서는 흑자경제주체가 자금을 제공한 시점과 적자경제주
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즉 금융은 시
간을 사이에 둔 자금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활동에는 항시 불확실성과 위
험 즉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금융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되어,
자금의 직접적인 융통뿐만 아니라 이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 축적이나
분석 서비스가 모두 금융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1) 때문에 금융은 자금의 이전
을 비롯하여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생산 활동과 위험의 인수, 데이터 통
신 및 처리 등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들 간의 자금 이전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이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위험을 인수하며 경제서비스
1)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수요자의 신용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거나 대출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경제
전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전망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생산활동을 한다. 이러한 정보생산활동은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금융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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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처리, 기록한다.
금융의 기능은 크게 금융중개 기능과 지급결제 기능으로 구분된다. 금융중
개 기능은 자금공급자와 기업 등 최종적인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양자간의 이해
차이와 보유 정보의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기능이다.
반면 지급결제 기능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당사자들간의 자금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이다. [그림 2-1]과 같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상품 및 서비스 거
래 시 발생하는 자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경제주체들간의 송금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1세
기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면
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2-1. 20세기 전통적인 금융지급결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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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금융중개 기능은 [그림 2-2]와 같이 크게 채권, 주식으로 대표되는 직접금
융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으로 수행된다. 직접금융은 흑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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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대부자와 적자경제주체인 차입자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을 의미하며, 주로 기업이 대규모의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채
권과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자금공급자들은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반면 간접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흑자경제주
체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적자경제주체에게 대부하는 금융활동을 수행한다.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직접 대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
문에 자금수요자 즉 차입자의 신용상태, 담보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
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림 2-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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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나. 주요 전자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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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금융의 도입은 금융서비스 소비자들의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완화시켜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역시 확대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
하고 이를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부터 등장한 핀테크 기술은 기존 전자금융의 시공간의 제약을 더
욱 완화시켰다. 모바일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네트워크 속도와 범위의 비약적
인 향상, 빅데이터,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핀테크 육성을 위한 각종 규
제 완화 등을 통해서 핀테크 기술은 기존의 전자금융보다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세기 들어 등장한 전자금융과 핀테크 서비스는 [표 2-1]과 같이 은행부터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는 크게 금융기관
의 상품과 성격상 은행, 비은행, 금융투자 및 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으며, 금융서비스의 성격상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주요 전자금융과 핀테크 서비스
기관

업무구분

서비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송금)

전자금융
Ｏ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송금)
지급결제

오프라인 전자결제
(플라스틱 카드, QR 등 신용, 직불, 선불)

은행

Ｏ
Ｏ

오픈뱅킹
자금중개

Ｏ

대출신청
개인 및 기업 신용분석

Ｏ
Ｏ

비은행 오픈뱅킹
비은행
기관

온라인송금 및 대금지급
지급결제

오프라인 전자결제
(플라스틱 카드, QR 등 신용, 직불, 선불)
모바일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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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Ｏ
Ｏ
Ｏ
(일부)

Ｏ
(일부)
Ｏ

표 2-1. 계속
기관

업무구분

서비스

전자금융

핀테크

PtoP Lending
비은행
기관

자금중개

Ｏ

e-commerce 대출

Ｏ

중소기업 매출증권 담보대출

Ｏ

Crowd-funding

Ｏ

개인 및 기업 신용분석

Ｏ

증권거래

Ｏ

IPO 모집
금융
투자

자금중개

Ｏ

기업정보 제공

Ｏ

AI 활용 종목 및 투자 상담 및 결정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보험업무

Ｏ

기업신용분석

Ｏ

상품소개

Ｏ

상품 디자인

Ｏ

상품 가입 (생명보험)

Ｏ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21세기 디지털경제에서의 전자금융지급결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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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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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
전자금융이 등장하기 이전 지급결제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당사자가
현금과 수표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자금융의 등
장은 거래 당사자간 자금거래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크게 완화시켰다. 전
자금융 등장 이전의 현금과 수표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금 이체에서 벗어
나 개인 PC를 활용한 계좌이체,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카드, 전자화폐 등을 통한 간편한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핀테크 기술의 도입은 전자금융을 통한 지급결제를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핀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개인 모바일기기
를 활용하여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계좌이체, 송금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인 QR결제와 각종 페이 등의 전자지급 수단을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분산원장, 무선통신 기술, 생체인증 및 빅데이터 등의 핀테크 기술의 도
입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
하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오픈뱅킹 시스템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비은행 기업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비은행 기업을 통한
개인 자금 관리,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소액결제서비스를 위해 자체 단일원장
시스템 구축, 분산원장 시스템을 이용한 암호화폐 이체 등의 활용이 활발하게
실험ㆍ논의되고 있다.

2) 은행
은행은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자
금융이 도입된 이후 가장 먼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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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안 등과 관련된 안정성과 지급결
제 속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부터 금융서비스의 주축이었던 은행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어 운용되었다. 전자금융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
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였지만, 전자금융의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고 은행직원이 서비스 업무를 처리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전자금융 도입 이전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
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기기의
이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정보의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AI 등의 새
로운 기술의 도입은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지급결
제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오픈뱅킹과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어 한 은
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타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전자금융의 도입 이후 은행의 금융중개서비스 역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전자금융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분
석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면서 은행들은 온라인 신용분석과 같은 새로운 서
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서류를 통한 창구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전산망에 등록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수요자의 신용수준을 평가하였
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의 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금융의 신용분석 및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을 평가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금융중개서비스
이용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
러나 핀테크 기술이 도입되고, 은행 전산상의 고객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
서 은행들은 기존보다 명확하게 고객의 신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기술 도입 및 정보 활용 범위의 확대는 모바일 대출과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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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3) 비은행
전자금융이 도입되면서 비은행 기업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비은행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매
개로 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개인 사이의 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자금융 도입 이후 온라인 쇼핑과 신용카
드, 직불카드와 같은 카드사용이 급증하면서 PG사와 VAN사와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하였다. PG사와 VAN사와 같은 기업들은 비은행 기업이
지만, 온라인 쇼핑과 카드사용 시 지급결제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
전화의 보급과 전자화폐 도입으로 휴대폰소액결제, 교통카드 등과 같은 전자화
폐가 사용되면서 비은행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었다.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 관련 규제 완화는 기존 전자금융
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대시켜 모바일기기를 통한 비은행 기업의 지급결제서
비스 범위를 확장시켰다. 기존의 지급결제중개서비스에서 벗어나 오픈뱅킹 시
스템을 활용하여 비은행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든 금융권 계좌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상품의 홍보와 추천과 같은 서비
스 역시 비은행 기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비은행 기업의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QR코드ㆍ페이 서비스 등이 도입되면서 PG사와 VAN의 중개
없이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금융의 도입 이후 개인의 송금과 같은 자금거래 편의성이 증대하
면서 비은행 기업을 통한 금융중개서비스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형태의 금융중개서비스는 주로 직접금융의 형태를 가지며, 기존의 은행 금
융중개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자금수요자, 중소기업, 문화ㆍ예술 활
동자금 등과 같은 목적의 자금수요자들이 금융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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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핀테크 기술 도입 이전 전자금융의 금융중개서비스에는 대표적으
로 크라우드 펀딩과 비은행 기업 신용평가서비스가 존재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규모 사업 또는 문화ㆍ예술 활동자금과 같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자금수요
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상품을 홍보하고 소규모 자금공급자의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금융중개서비스이다. 또한 비은행 기업 신용평가서비스는 전
자금융 도입 이후 은행 통합 전산망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
용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후 2010년대부터 핀테크 기술이 도입되면서 신용 및 담보 평가, 빅데이
터, 분산장부 기술을 활용하여 점차 비은행 금융중개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PtoP 대출, e-commerce 대출, 중소기업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의 금융중개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PtoP 대출은 자금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자금수요자는 비은행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
폼상에서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며 이때 자금공급자는 한 명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 e-commerce 대출은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입점 판
매자들의 판매, 매출 등의 기록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며, 중소
기업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빅데이터, 온라인 신용평가를 이용하여 비은행 기업
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이다.

4) 금융투자
전자금융의 도입은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 역시 기존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은행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 기업정보 역시 개인 PC 및 모
바일기기를 활용하여 거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증권사 객장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증권거래를 참여자들은 자신의 PC와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증권을 매입 및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각 투자자
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식도 쉽게 거래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뉴욕이나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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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 역시 분산장부, 신용평가, 빅데이터와 AI 등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증권거래에서 더 나아가 IPO 모집과 같은 더욱 확장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종목 분석ㆍ추천 등의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서비스들이 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자국 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5) 보험
보험서비스에서 전자금융 도입은 온라인을 활용한 상품소개와 온라인 정보
를 이용한 보험상품 설계 등의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자금융의 도
입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상품의 가입은 보험판매원과의 대면을 통해 이루
어졌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핀테크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소개와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해졌고, 보험상품 수요자 역시 핀
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증정보 활용, 금융정보 제공 등을 통해 모바일기기를 이
용하여 생명보험, 실손보장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모바일 서비스 등이 도입되고 있다. 즉 과거 보험
모집인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사용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설계하던 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전자금융과 핀테크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금융서비스에 활용되기 시작하
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소비자들은 자신의 PC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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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PC와 같은 무선기기를 사용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를 통해 편리하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서 이
루어지던 금융활동보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이 기존의 물리적
인 공간에서 가상적인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미래 수익 추정 및 신용위험 분석 등에 기존
의 단순한 통계분석에서 벗어나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이용되기 시
작하였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나 할 수 있었던 자산운용이나 미래 수익 예측 등
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금융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전자금융과 핀테크가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정보기술이 금융산업에 적용되면서 나
타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전자금융은 2000년대 이후, 핀테크
는 2010년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두 단어는 모두 정
보기술이 금융에 도입된 이후의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도입 시기와 기
술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와 사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이 도입된 시기는 유선인터넷이 발전하던 시기이기 때문
에 전자금융은 주로 유선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핀테크
는 주로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전자금융이 상대적
으로 간단한 금융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집중한 반면, 핀테크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VR(Virtual Reality) 등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ICT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응용하는 것이기 때
문에 기술기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핀테크는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2)
2)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을 “금융업무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전산화를 구현한 것을 포괄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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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자금융에서는 계좌이체와 정보 전달 수단으로 정보기술이 활
용되었다면, 핀테크에서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방법이 동원되어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대출신청자의 신용위험 분석과 대출의사결정 등 기
존의 중요 금융의사결정 업무가 ICT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적용산업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의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현재의 전자금융과 핀테크를 규율하던 법과 규제가 대부분 2000년대
들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법과 규제에서는 전자금융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전자금융을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l Fintech)로 부르
고 최근의 핀테크를 신흥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분하여 전자가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Facilitator)의 위치를 차지하는, 후자는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과 핀테크는 분명 차이가 있다. 서로 도
입되는 ICT 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차이가 있고, 관련 기술 및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 장부터 설명할 때 전자금융과 핀테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다. 이는 이들 개념의 차이를 본 연구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본 연구의

미하며, 초창기 전자금융은 금융기관 업무를 자동화하여 금융서비스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
한 공동망 구축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한국은행
2015, p. 3);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을 “거래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비전자적 수단이 개입하지 않는 금
융거래”를 의미하며 “금융회사 본⋅지점간의 온라인거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무
선전화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거래, CD/ATM(Cash Dispenser/Automatic Teller
Machine) 거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결제,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등을 이용한 거래”로 국한하였다(금
융감독원 2012, p. 160); 국제결제은행은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은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
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금․대출, 계좌관리, 금융자문의 제공, 전
자납부서비스(electronic bill payment), 전자화폐 등의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였다.(BIS
1998, p. 3); 미연방금융검사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도 전자금융을 전통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이고 상
호적인 의사전달 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FFIEC 홈페이지, https://
ithandbook.ffiec.gov/glossary.aspx#E(검색일: 2020. 5. 22)).
3) 김건우(2015),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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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대상이 개발도상국인 신남방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전
자금융과 핀테크의 도입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 두 용어가 의미하는
서비스와 기술이 동시에 소개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
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표 2-2.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구분

정의

포지셔닝

전자금융

핀테크

(Electronic Banking)

(Fintech: Financial Technology)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BIS)

조성자(facilitator):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효율성 개선 지원

주요 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주요
관련기업

IBM(IT솔루션), Infosys(IT하드웨어),
SunGard(보안소프트웨어),
Symantec(정보보안)
고객 접점은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IT가

수익모델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금융거래 처리
효율 향상
개념도
비고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where
technology is the key enabler)
파괴자(disruptor): 기존 금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탈중개화* 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
기존 인프라 우회 또는 대체하여 금융서비스
직접 공급
Alipay(지급결제), Transferwise(외화송금),
kickstarter(크라우드 펀딩), Lending
Club(PtoP 대출), Wealthfront(자산운용),
FidorBank(인터넷은행), CoinBase(Bitcoin)
고객 접점을 비금융회사가 주도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하여 고객 경험 개선

자금공여자(대부자)-금융회사(+금융망)-

자금공여자(대부자)-플랫폼(+인터넷)-자금수요자(

자금수요자(차입자)

차입자)

PC 기반, 금융회사/대형IT회사 중심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주: 공급사슬(supply chain)상의 중개자(intermediaries)가 기술충격 등 외부 조건 변화로 대체되거나 제거되는 현상,
금융업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금융중개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지칭.
자료: 김건우(2015).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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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가. 핀테크의 발전과정
핀테크의 발전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4) 첫째, 인터넷 플랫폼
을 기반으로 사물, 공간, 산업,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 및 융합하는 4차 산업
혁명의 등장이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리 사회의 전면적이
고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전통산업과 사회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합성생물학, 로봇공학 등으
로 대표되며 초지능,5) 초연결,6) 대융합7)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에 의해 금융소비자들이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에 저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서
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은 고액자산가 위주의 사모주식
투자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고, 로보어드바이저는 고액자산가
들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핀테크의 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에 기반한다.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에 의해 데
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및 수집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접근 가능한 데이터
와 데이터 소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응용
4) 금융감독원(2017), pp. 275~278; 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2015), p. 19; 장병열(2016),
pp. 33~34; 박재석, 김민진, 황병일(2016), p. 53.
5) 초지능이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등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여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의 발휘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6) 초연결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모든 자동차나 각종 가전기기 등의 사물과 사람이
상호 연결되면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7) 대융합은 기술, 사물, 산업, 공간 등이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의 한계를 극복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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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도 출연하였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생활 패턴이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에서 온라인 중심의
거래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
소비자들이 물리적 화폐거래가 아닌 데이터상의 수치 전송에 의한 거래에 익숙
해지게 되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의 편
안함과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지니고 있다.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핀테크 서비스는 젊은 세대에게 보다 신뢰성 있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금융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분야에 특화한 서
비스로 고객 수요에 보다 충실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금융이 소셜미디어와 결
합하면서 핀테크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다섯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안 금융의 모색에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위기 이후 금융기
관들의 보수적인 운용에 의해 금융서비스 접근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비용 하락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방안으로 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PtoP 대출 등 새로운 금융서
비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탈중개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중심의 중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직접 중개 또는 재중개하고 있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증권거래소와 인수인으로부터 벗어나 주식 거래를 중개하려는 수요로 볼 수 있
으며, PtoP 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탈피한 대출 중개 및 판매 채널이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들 역시 핀테크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영국
은 핀테크 허브센터를 설립하고 테크시티 등을 조성하였으며, 미국은 비조치
의견서, 규제비용 편익분석, 비합리적 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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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테크의 발전단계
핀테크는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과정은 1980대부터 시작된 전자금융의 발전부터 살펴볼 수 있
으며 이는 크게 [표 2-3]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핀테크가 등장하기 이전 전자금융은 1980년대 은행 내부의 전산화 및 네
트워크 기반의 금융업무 자동화로부터 시작한다. 금융업무 자동화로 인하여
CD/ATM, 지로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었다. 이후 금융
기관 사이의 금융네트워크 망이 형성됨에 따라서 은행간 자금 거래 등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유선인터넷은 금융업무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크게 감소시켰다. 유선인터넷을 통한 금융업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
기관들은 인터넷 기반 전자금융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실시간으
로 자금 이체, 증권 매매,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
융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유선인터
넷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전자상거래를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자
지급결제 시스템 역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모바일기기의 확산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핀테크
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들은 수준
높은 금융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유선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모바일 중심의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모바일 중심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금융거래 발전을 필요로 하였고 금
융기관들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기존 전자금융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더욱 크게 완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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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은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뱅킹, 모바일증권, 모바일카드 등의 서
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전자금융 혹은 핀테크가 대체한 기존의 금융서비스의 종류 역시 기술의 변
화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가장 먼저 금융서비스에 정보기술이 도입된 것은 지
급결제서비스나 증권사의 온라인 증권서비스였다. 본질적으로 지급결제서비
스는 경제주체들간 자금이체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은행 컴퓨터
상 각 계정간의 숫자 이동서비스에 해당되었다. 때문에 암호화한 컴퓨터 파일
의 이동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만 ATM 서비스
와 같은 초창기 서비스는 은행과 ATM기기간 전용망에 기초한 서비스인 반면,
인터넷뱅크나 신용카드서비스 같은 것은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단말기와 은행
혹은 신용카드사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암호화한 컴퓨터 파일을 보내고 받는 것
이 된다. 온라인 증권서비스 역시 개인 투자가의 단말기에서 정보를 받아 증권
사 및 증권거래소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증권의 매매 주문을 내고 계정을 관리
하는 업무에 불과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 혹은 핀테크는 기존의 지급결제서비스 이
외에 보다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적인 신용위험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온라인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개개인의 미래 위험을 정보처리기술 및 빅데이터로 추정하는 맞춤형 보험상품
을 온라인 판매하는 보험사도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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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의 전자금융 및 핀테크 발전과정

단계

주요특징

기간

네트워크

기술

금융
1단계

업무

1970년대

유선폐쇄망

메인컴퓨터

자동화
2단계

금융전산

1980~

공동망화

1990년대

3단계 인터넷기반

4단계 모바일기반

2000년대
이후

유선폐쇄망

터미널

PC

유선 및 무선

휴대전화,

중심

인터넷

태블릿

이후

은행
ATM, 본지점간
온라인
온라인송금,
금융공동
전산망

금융중개
비은행

(계좌이체 및

무선인터넷

모바일뱅킹

빅데이터,

간편결제,

인공지능,

인터넷전문

IoT 등

은행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

-

증권거래소
-

-

전산화, 증권사
내부전산망 구축

신용카드망
직불카드망

PG

계좌조회)

2010년

최근까지
자료: 저자 작성.

메인컴퓨터와

지급결제

인터넷뱅킹
유선인터넷

2015년
5단계 신기술기반

금융 분야

주요 기기와

모바일결제

증권거래소와
-

증권사간
네트워크 구축

은행상품 홍보

인터넷 증권거래

디지털 신용분석

및 홍보

-

모바일증권

보험
전산화

내부전산망 구축

보험상품 홍보

-

보험상품 홍보

-

모바일뱅킹

개인재무 및

간편결제

인터넷뱅킹

자산관리

보험상품 설계,

Trade credit

(QR결제)

(대출신청

투자결정

판매 및 계약

크라우드 펀딩

및 허가)

(로보어드바이저)

PtoP 대출

부동산대출

한편 증권업과 자신관리업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
산 및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은행, 뮤츄얼펀드 등
기관 투자자에 투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
드 펀딩도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연산기술 및 데이터 저장 능력의 발전과 다양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
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표 2-3]과 같이 정보기술이 금
융에 도입된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70년대
금융업무가 자동화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은행의 본지점간 온라인이 연결되
고 ATM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증권거래소가 전산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지
급결제 수단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
간으로 금융공동 전산망이 도입되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이 지급
결제 수단이 되었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으며 보험
전산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금융이 발달한 시기
로 유선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뱅킹이 확대된 시기이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 전자금융의 발달 시기로 핀테크가 태동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증권이 도입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시기이며, 지급결제
가 모바일 결제와 QR결제로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를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고 핀테크 기
술을 활용한 개인 자산관리ㆍ투자결정이 도입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
와 보험 판매 및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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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가. 금융산업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
금융산업적인 측면에서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의 비용효율성과 거래효
율성을 개선한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발전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 금융거래
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상당하게 감소시키며 금융거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관리비용과 처리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한 금융거래에 관련된 처리 절차 간소화와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빅테이터와 정
보처리 속도의 향상은 금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시켰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인 PtoP, 크라우드 펀딩 등은 중개기관 없이 적자경제주체와 흑
자경제주체를 비대면으로 연결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의 자원분배 기
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핀테크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는 정보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재 시장
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 네트워크 효과, 시스템 재화 구성 등의 경제현
상이 나타난다. 핀테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혹은 기업이 일정한 규모의 컴퓨
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면 추가로 핀테크를 이용할 경우 한계비
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 한편 핀테크에서는 관
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이 특정 기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한편 핀테크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편의성이 보다 증가하
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8) 최근과 같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는 경우
8) 네트워크 효과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은 소비자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소비할 때 얻게 되는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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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그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급격한 증권가격의 변화나 움직임이 포
착된 경우 이 증권을 보유한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고객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즉각적
으로 자신의 기기를 통하여 증권을 거래하여 보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서비스는 여러 시스템이 결합할 경우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시스템
재화가 된다.9) 예를 들어,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모바일 신
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상점은 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
유해야 하며 신용카드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을 구성하
는 일부 구성품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간 혹은 다른 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성
(Compatibility)이나 연동성(Interoperability), 접속성(Interconnection)
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 관련 산업에 대한 발전 파급 효과
핀테크로 인한 국내외 상품 및 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자금결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위한 공급, 유
통, 기술 등 핀테크 비즈니스 도메인 내의 모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10) 핀테
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핀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기기의 제조와 공
급, 금융서비스, 정보유통의 플랫폼과 정보기술의 보안을 위한 ICT 기술 산업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의 수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재화
는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9) 시스템 재화는 개별 제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크지 않으나, 다른 보완재와 함께 사용되어야 가치가 크
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 운영체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결합체인 것과 같다.
10) 정영근, 노두환, 박호영(2016),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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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산업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적용되는 산업이며, 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같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경우 다른 핀테크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서비
스를 빠르게 변경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은 항상 잠재적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지배력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진입에 의해서도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열등한 성능의 제품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

표 2-4.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도메인

내용
⦁수행주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 민간기업 연구소, 기술벤처기업, ICT

핀테크
연구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업, S/W 개발업 등
⦁주요품목: 송금/결제 모듈 기술(H/W, S/W), 핀테크 서비스(스마트뱅킹, 정보/
펀딩 플랫폼 등) 기술, 보안/인증 기술, 금융 빅데이터 기술 등
⦁수행역할: 핀테크 기반기술 연구ㆍ기술 개발, 핀테크 솔루션 개발, 서비스 플랫
폼 개발, 기술ㆍ솔루션 판매(B2B) 등
⦁수행주체: ICT 제조업, S/W 개발업 등

핀테크 기기ㆍ모듈
제조ㆍ공급

⦁주요품목: PG 시스템, VAN, 디바이스 모듈(NEC, Beacon 등), 핀테크 관련
플랫폼/솔루션 등
⦁수행역할: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기/모듈의 제조, 생산, 공급,
판매 등
⦁수행주체: 은행, 카드회사, 인터넷전문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등

금융(핀테크)
서비스

⦁주요품목: PG 시스템, VAN, 디바이스 모듈(NFC, Beacon 등), 핀테크 관련
플랫폼/솔루션 등
⦁수행역할: 송금, 지급ㆍ결제, 대출 등
⦁수행주체: 증권사, 투자회사(투자금융, 벤처캐피털), 신용정보회사 등

정보유통 플랫폼

⦁주요품목: 투자정보(기업 재무/신용정보, HTS 등), 펀딩정보 등
⦁수행역할: 기업DB 관리, 신용정보 관리, 투자정보 제공, 자금조달 등

자료: 정영근, 노두환, 박호영(2016),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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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은 항시 경쟁기업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시장의
독점은 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독점하기보다는 계속하여 다른 독점기업이 출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 공공재 및 외부효과 발생
핀테크는 비배타성이 존재하므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11) 핀테크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타인들은 크게 손해
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핀테크 시장에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어느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
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
우이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적절히 작동하
지 못할 경우, 이는 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수요에 크게 영향을 줄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수요에 모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확연히 구
분하기보다는 유사한 핀테크 서비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간의 거래가 이용되는데 한
금융기관의 문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체나 송금서비스 불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 서비스의 비배타성은 어느 경제주체가 특정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다른 경제주체가 이 재화를 소비하
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경제주체가 국방서비스를 소비할 경우, 다
른 경제주체 역시 동일한 국방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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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금융기관의 참여
핀테크 산업은 과거 금융기관이 독점하던 산업이었다. 핀테크에서 지급수단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었고, 어음, 수표
역시 예금은행이 발행한 것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도입된 신용카드 역시 은행
과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핀테크 수단이었고, 지로제도 역시 은행을 통하여 거
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21세기 들어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비은행기관이 개발하거나,
직접 발행하였고 혹은 발행에 참여하는 금융수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
어, 온라인시장 상품거래 시 제공되는 결제서비스는 주로 PG 업계가 공급하였
고, 무선결제 역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페이팔의 경우 IT 벤
처기업이 서비스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업체인 이베이가 이를 활용하면서 본격
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알리페이 역시 중국 최대의 쇼핑몰 알리바
바가 자신의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지급결제서비스로 성공한 것이다.
또한 IT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기술을 보유하는 IT 부문 기업의 영
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IT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핀테크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였고, 이는 금융기관
에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비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은 전통적인 보
완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바. 안전성 문제 강조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발전과 비용감소, 효율성 증대의 편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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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주
의해야 한다. 핀테크와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에는 신용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및 보안위험, 운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존재한다.
핀테크 기업이 빅테이터, AI 등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신용
도를 평가할 때, 충분한 데이터의 부재 또는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하여 신용평
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에 존재하는 위험으
로 인해 PtoP 대출 등에서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특
히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 PtoP 대출 등 핀테
크를 활용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
기 위해서는 대출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핀테크 발전은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응하는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탄생시켰으며,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분해
(Unbundling)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분해현상은 기존의 금융서비
스가 더욱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스템 재화로서의 핀
테크의 특성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 구성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의 마
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의 경우 현
재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내세우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
황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핀테크 산업에
서 특정 기업의 문제가 금융산업 전반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적절한 보안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정보나 데
이터 탈취 등의 해킹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보안위험은 비밀
번호, 생체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의 악용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으며, 특히 자유로운 갱신ㆍ변경이 불가능한 생체정보의 유출은 기존의 개인정
보 유출보다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해 다수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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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기업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의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핀
테크 시스템 전반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자동화 의사결정에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
에 기초할 때, 해킹 또는 보안 문제가 야기한 정보 문제가 시스템 전반에 막대
한 위험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ㆍ서비스가 핀테크의 발전으로 확산되면서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 리스크의 관리ㆍ통제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클라우드 서비스,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이용이 증가할수록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투명성은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의존도 증가는 핀테크 기업 이외에 연관 금융
기관까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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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핀테크는 1970년대 은행 본점과 지점 사이의 유선 폐쇄망이 구
축되고, 증권거래소의 내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작하였다. 1980~
90년대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공동전산망이 구축되고, 카드사용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의 네트워크는 폐쇄형 네트워크로 별도의 이용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이
용고객,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는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도입되
면서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인터넷뱅킹이 도입ㆍ
확산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
홍보와 보험상품의 홍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뱅킹, 모바일증권, 모
바일 결제와 같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모바일 중심 금융서비스들은 좀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와 새로운 기술들과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중반부터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PtoP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향후 경
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 예상한 후 이에 적극적으로 육성
하고 있다.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였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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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핀테크 현황
가.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금융접근성과 ICT 기술 수준에 의해 빠
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금융수준은 [그림 3-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IMF의 금융발전지수에서 2017년 기준 183개의 분석대상국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12) 또한 [표 3-1]과 같이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한국 금융시스
템 경쟁력은 141개국 중 18위에 기록될 정도로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과 경쟁
력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13)
금융시장 발전 및 경쟁력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접근 및 금융이용 수
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와 같이 금융접근성을 나타내는
성인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와 ATM의 수에서 한국은 2017년 기준 각각
15.45, 272.82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각각 18.18, 265.38이었던 것에
비해 대면 금융접근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자동화된 금융 이용 및 접근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IMF의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 및 금융시장 접근성 지수 역시 183개
12) IMF는 매년 세계 200여 개국의 금융발전 정도를 지수로 산정하여 발표한다. 이 지표는 금융기관과 금
융시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발전 정도를 심도, 접근성, 효율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한 후 이를
하나의 금융발전지수로 종합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 base, https://data.imf.org/?sk=F8032E80-B36C-43B1-AC26-493C5B1CD33B 및 한국
은행의 보도자료 「IMF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 평가」를 참조하기 바람). IMF
금융발전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각
국의 금융시스템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발전 정도를 심도, 접근성, 효
율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하여 산출한다. 이때 금융시스템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GDP 대비
비중),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용이성(1-7), 벤처자본의 유용성(1-7), 시장 자본화(GDP 대비 비중), 보
험 프리미엄(GDP 대비 규모)이 포함되며, 금융안정성에는 은행건전성(1-7), 무수익여신(총여신 대비
비중), 신용갭(%),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총위험가중 자산 대비 비중) 등이 포함된다.
13) WEF의 금융시스템 경쟁력 지수는 국가 경쟁력 효율성 지표 중 한 지표로 크게 심도와 안정성으로 구
분되어 있으며, 금융발전 수준과, 금융시장 안정성, 부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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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 각각 27위, 14위에 기록되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금융접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IMF 금융발전지수 상위 20개국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3).

표 3-1. 한국의 금융시스템 경쟁력 지표
항목 지표

값

점수

순위

-

84.4

18

-

78.6

16

142.6

100.0

14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용이성(1-7)

4.3

54.8

37

벤처자본의 유용성(1-7)

3.4

40.5

51
17

금융시스템
심도(0-100)
민간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GDP 대비 비중)

시장 자본화(GDP 대비 비중)

97.8

97.8

보험 프리미엄(GDP 대비 규모)

12.4

100.0

4

-

91.5

41
62

안정성(0-100)
은행건전성(1-7)

5.3

71.0

무수익여신(총여신 대비 비중)

0.5

100.0

3

신용갭(%)

-4.4

100.0

1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총위험가중 자산 대비 비중)

14.7

95.2

109

자료: WEF(2019),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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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00명당

성인 1,000명당

은행 지점 수

ATM 수

예금 계좌 수

신용카드 수

2010

18.18

265.38

4,412.71

1,236.39

2011

18.22

281.23

4,603.38

1,215.13

2012

18.31

288.45

4,786.84

1,082.92

2013

18.02

288.59

5,143.46

1,065.83

2014

17.20

280.81

5,299.62

1,036.14

2015

16.75

275.88

5,125.34

997.38

2016

16.24

271.54

5,206.14

992.04

2017

15.44

272.59

5,478.02

758.82

2018

15.28

266.97

5,761.24

736.18

2019

15.11

-

6,109.60

-

연도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ICT 보급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는 한국의 ICT 도입 경쟁력14)
이 세계 1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ITU의 ICT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Fixed-broadband) 보급률은 2018년 기준 41.6%로 2010년
34.7%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 인터넷 이용률 역
시 2010년 83.7%에서 2018년 96.0%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핀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동전화 보급률은 거주자 100명당 124.6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사람
들이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가구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9.7%,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72.4%, 99.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컴퓨터 이용률은 82.0%,

14) WEF의 ICT 도입 경쟁력 지수는 국가 경쟁력 효율성 지표 중 한 지표로 ICT 도입과 관련된 지표를 통
해서 한 국가의 개인과 기업들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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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률과 이동전화 이용률은 각각 96.0%, 99.7%로 거의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한국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기관지수

금융시장지수

심도

접근성

효율성

심도

접근성

효율성

0.81

0.74

0.73

0.71

0.59

0.84

0.79

0.72

1

(9)

(20)

(16)

(30)

(103)

(5)

(15)

(13)

(10)

0.83

0.8

0.7

0.71

0.81

0.83

0.76

0.74

1

(7)

(14)

(17)

(31)

(7)

(7)

(14)

(10)

(14)

0.85

0.8

0.73

0.71

0.78

0.87

0.85

0.76

1

(6)

(12)

(17)

(29)

(19)

(2)

(11)

(10)

(10)

0.85

0.79

0.74

0.7

0.75

0.87

0.85

0.76

1

(7)

(14)

(19)

(28)

(36)

(2)

(11)

(8)

(7)

0.84

0.81

0.76

0.7

0.79

0.84

0.8

0.73

1

(8)

(12)

(18)

(27)

(18)

(5)

(15)

(12)

(9)

0.84

0.81

0.78

0.69

0.79

0.84

0.81

0.7

1

(8)

(10)

(15)

(26)

(17)

(5)

(14)

(11)

(11)

0.85

0.82

0.79

0.68

0.79

0.84

0.8

0.73

1

(8)

(10)

(15)

(28)

(17)

(5)

(15)

(10)

(8)

0.83

0.82

0.81

0.68

0.78

0.82

0.85

0.58

1

(8)

(10)

(13)

(28)

(20)

(7)

(13)

(28)

(7)

0.81

0.82

0.81

0.68

0.79

0.77

0.77

0.54

1

(8)

(10)

(13)

(28)

(18)

(12)

(14)

(30)

(10)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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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접근성 상위 10개국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 한국의 ICT 도입 경쟁력 지표
항목 지표
ICT 도입(1-100)

값

점수

순위

-

92.8

1

이동전화 이용(인구 100명당)

129.7

100.0

44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인구 100명당)

113.6

-

21

유선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41.6

83.2

6

광통신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31.9

-

1

인터넷 이용률(성인 인구 대비 %)

95.9

95.9

9

자료: WEF(2019),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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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한국의 주요 ICT 보급률 지표

연도

거주자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이용

거주자 100명당 이동전화
이용

개인 인터넷 이용률

2010

34.70

102.47

83.70

2011

35.87

105.46

83.76

2012

36.46

107.12

84.07

2013

37.22

108.61

84.77

2014

37.94

113.20

87.56

2015

39.40

115.96

89.90

2016

40.32

120.23

92.84

2017

41.48

124.59

95.07

2018

41.60

129.67

96.02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핀테크의 도입
한국의 금융과 ICT의 발전 및 도입 수준은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하기 이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소비자들은 금융활동을 하는 것이 일
상적인 경제활동이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고 인터넷뱅킹 등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이후의
빠른 스마트폰의 보급은 핀테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
였고, 소비자들 역시 빠르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4년 이후 페이팔 등 해외 핀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한국의 금융기업과 비금융 ICT 기업들이 핀테크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새로
운 서비스와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 역시 전자
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핀테크 감독 규정 등
을 발표하면서 점차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18년 핀테크 산업을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
하여 핀테크 산업을 향후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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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
은행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이용 금액은
2015년 약 1,792억 원에서 2019년 약 5,467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금액은 2015년
약 306억 원에서 2019년 약 2,979억 원으로 거의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Ernst&Young에서 발표한 핀테크 도입 지수에서 한국
은 글로벌 평균인 64%보다 높은 67%로 2017년 32%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
고, 홍콩, 싱가포르, 영국과 비슷한 핀테크 도입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그림 3-3.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Ernst&Young)

자료: Ernst&Young(2019), “Global FinTech Adoption Index 2019” 재인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핀테크」, http://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13(검색일: 2020. 6. 1).

15) 핀테크 도입 지수는 Ernst&Young이 2015, 2017, 2019에 발표한 핀테크 도입 정도를 조사 발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전 세계의 디지털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2019년 조사에서는 2019년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27개국(Argentina, Australia,
Belgium and Luxembourg(treated as one market), Brazil, Canada, Chile, China (mainland), Colombia, France, Germany, Hong Kong, India, Ireland, Italy, Japan, Mexico, the
Netherlands, Peru, Russia, Singapore,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K and the US)의 2만 7,103명에게 5개의 핀테크 분야(지금결제, 금융자산 관리,
저축과 투자 결정, 대출, 보험), 19개 관련 서비스 중에서 2 혹은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을
핀테크 사용자로 규명하고, 이들의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
수를 만들었고 이를 시계열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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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시장
가. 지급결제
핀테크 산업 중 지급결제 분야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상품과 재화의 거래에서
모바일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16) 2010년
대 이후 핀테크 기업들은 이전의 핀테크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PG나 VAN사의 중개 없이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었으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즉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들 새로운 핀테크 지급
결제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구축한 은행권 공동
API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17) 이에 따라 [표 3-7] 및
[표 3-9]와 같이 기존의 PG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니시스나 하렉스인포텍
(UBpay) 등과 같은 업체 이외에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나 카카오, 유통업체인
이베이코리아나 신세계아이앤씨 및 새로운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은행권 공동 API는 2016년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하였으며,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서비스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은행권 공동 API 설립으로 핀테크 기업은 계좌실명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표준화된 정보로 실시간으로 이용, 전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통한 다양한 결제ㆍ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16)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는 도매결제와 소매결제로 구분되고 거액결제와 소액결제로 구분된다. 핀
테크와 같이 개인간 혹은 개인과 금융기관 간 거래는 대체로 소매결제 및 소액결제에 해당된다.
17) 한국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간편 송금 서비스
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
게 송금하는 서비스로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한국은행 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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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표 3-6]과 같이 2016년 약 86만 건에서
2019년 약 6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금액 역시 2016년 약 26억
원에서 2019년 약 1,7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간편 송금 서비스의 이용건수도 [표 3-8]과 같이 2016년 약 15만 건에서
2019년 약 25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금액 역시 2016년 약 71억
원에서 2019년 약 2,34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자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확대되자 한국정부는 기존 은행권 공동
API를 확장하여 오픈뱅킹이라 불리는 공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픈
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을 이용하여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
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 제거와 법제도 개정을 준비
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뱅킹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좀 더 다양한 핀테크 지급결
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3-6.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백만 건, 십억 원)

구분
이용건수

2016

2017

2018

2019

0.9

2.1

3.8

6.0

정보ㆍ통신

0.3

0.4

0.7

1.2

유통ㆍ제조

0.6

1.6

3.1

4.9

이용금액

26.0

65.5

121.2

174.5

정보ㆍ통신

8.3

15.3

24.3

35.7

유통ㆍ제조

17.7

50.2

96.9

138.9

자료: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5~2020, https://www.bok.or.kr(검색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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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은행 간편결제서비스 조사대상 업체
업체

구분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KG이니시스(KPAY), LG
정보・통신(ICT)

유플러스(Paynow),

하렉스인포텍(UBpay), NHN페이코(페이코), SPC네트웍

스(카드자동결제), 스마트로(SS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신세계아이앤씨(SSG PAY), 롯데멤버스(L.pay), 삼
유통・제조

성전자(삼성페이), 엘지전자(엘지페이), 인터파크(원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
이), 쿠팡(쿠페이), 십일번가(SK페이), 위메프(위메프페이)

자료: 한국은행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4), 「2019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검색일: 2020. 5. 22).

표 3-8.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백만 건, 십억 원)

2016

2017

2018

2019

0.1

0.7

1.4

2.5

전자금융업자

0.1

0.6

1.3

2.3

금융기관

0.0

0.0

0.1

0.1

7.1

35.5

104.6

234.6

전자금융업자

6.7

32.7

98.2

218.4

금융기관

0.5

2.8

6.3

16.2

구분
이용건수

이용금액

자료: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5~2020, https://www.bok.or.kr(검색일: 2020. 5. 22).

표 3-9. 한국은행 간편 송금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
업체

구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정보・통신(ICT)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NHN페이코(페이코), 쿠콘(체크페이2)), 코나아이(코나머니 송금), 핀크(핀크),
신세계아이앤씨(SSG머니), 디셈버앤컴퍼니(핀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유통・제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NHN페이코(페이코), 쿠콘(체크페이2)), 코나아이(코나머니 송금), 핀크(핀크),
신세계아이앤씨(SSG머니), 디셈버앤컴퍼니(핀트)

자료: 한국은행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4), 「2019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검색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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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오픈뱅킹 운영
③ API 처리대행비용 합리화

⑤ 운영방식 차등적용
(인증방식, 보증수단 등)
고객

핀테크사업자(중소형)
인터넷

고객

핀테크사업자(대형)

ㆍ
ㆍ

ㆍ
ㆍ

④ 24시간 운영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증설, 장애대응 등)
은행 간
네트워크

표준 오픈API
전용회선

참가은행 1

참가은행 2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

ㆍ
ㆍ

핀테크사업자(은행)

고객

① 이용대상 확대
(모든 핀테크+은행)

② 제공기관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은행 N

자료: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20),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검색일: 2020. 6. 2).

나. 은행
은행 분야의 핀테크는 주로 은행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거나 CD/ATM 기기
를 이용하지 않고 PC 혹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1990년대 유선인터넷망 보급이 크게 확산되면서 2000
년대 들어 유선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업무 수요가 발생하자, 금융기관들은 인터
넷 기반 전자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18)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
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2010년
은행권 공동으로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모바일뱅
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19)
18) 실제적인 금융거래서비스는 한국통신(주)이 일부 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해
1997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한국은행 온라인 보도자료 2000. 4, 24,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모
바일뱅킹 도입현황」(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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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
터넷뱅킹의 등록 고객 수는 [그림 3-5]와 [표 3-10]과 같이 6,666만 명이었으
나, 2019년에는 1억 5,9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20) 이 중 모바일뱅킹 서
비스의 등록 고객 수는 2019년 1억 2,095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고
객의 76.0%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은행서비스의 이용도 크게 증가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
한 은행서비스 이용건수는 2010년 약 3,000만 건에서 2019년에는 약 1억
5,00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용금액 역시 2010년 약 29.6조 원에서
2019년 48.8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의 이용건수 중 모바일뱅킹의
비중은 [표 3-11]과 같이 2010년 11.2%에서 2019년 61.9%로 증가하였고,
이용금액의 비중 역시 2010년 1.4%에서 2019년에는 13.1%로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점차 은행 창구를 이용한 업
무처리의 비중이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을 살펴보면 입출금 및 자금이체 이용에서 2016년 창구를 통한 업무처리 비중
은 10.9%였으나 2019년에는 7.9%로 낮아진 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
리 비중은 같은 기간 42.1%에서 59.3%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창구
를 통한 금융서비스 업무처리 비중이 낮아지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의 창구/ATM 서비스 이용공간을 편의점으로 확장시켜 모바일기
기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존의 금융서비스 이용
공간을 크게 확장시켰다.

19) 한국은행 온라인 보도자료(2010. 4. 28),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서비스 개시」(검색일:
2020. 6. 3).
20)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국내은행과 우체국예금 등록 고객을 중복 합산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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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국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
(단위: 만 명)

자료: 한국은행,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1-2020(검색일: 2020. 5. 22)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0. 한국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이용금액(일평균 기준)
(단위: 만 건, 조 원)

구분
인터넷
이용

뱅킹

건수

모바일
뱅킹
인터넷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336 3,902 4,573 5,429 6,644 7,802 8,684 9,492 11,881 15,649
374

770

1,295 2,158 3,116 4,239 5,295 5,866 7,492 9,686

(11.2) (19.7) (28.3) (39.8) (46.9) (54.3) (61.0) (61.8) (63.1) (61.9)
29.6

31.9

33.3

33.7

36.9

40.3

42.1

43.1

이용

뱅킹

금액

모바일

0.4

0.7

1.0

1.4

1.8

2.5

3.1

4.1

뱅킹

(1.4)

(2.0)

(2.9)

(4.2)

(5.0)

(6.2)

(7.4)

(9.4)

47.6

48.8

5.3

6.4

(11.2) (13.1)

주: ( ) 안의 수치는 인터넷뱅킹에서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5~2020(검색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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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한국 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단위: %)

연도

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2016

10.9

35.7

11.3

42.1

입출금ㆍ자금이체

2017

10.0

34.7

9.9

45.5

서비스

2018

8.8

30.2

7.9

53.2

2019

7.9

26.4

6.3

59.3

2016

11.9

3.6

3.9

80.6

2017

10.1

2.9

3.1

83.9

2018

8.1

2.5

2.4

87.0

2019

6.4

1.8

1.5

90.3

구분

조회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4), 「2019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검색일: 2020. 5. 22).

다. 비은행
비은행 분야는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온라인 혹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비은행 분야
핀테크 서비스로는 PtoP 대출과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 있
다. PtoP 대출은 Peer to Peer 대출의 줄임말로 핀테크 업체는 PtoP 플랫폼
을 구축하여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toP 대
출 업체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수익
으로 발생시키며,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 문제는 자금공급자가 부
담하게 된다. 다만 PtoP 대출 업체는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불일치 문
제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PtoP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으로 PtoP 대출 잔액은 [표 3-12]
와 같이 2017년 말 약 0.8조 원에서 2020년 5월 말 현재 약 2.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PtoP 금융협회 등록 업체 기준으로 [표 3-13]과 같이 2020년 4월
말 기준 신용대출의 비중은 6.7%에 불과하며 부동산 담보 관련 대출(부동산PF
포함)이 67.8%에 달하는 투자행태를 보여주고 있다.21) 하지만 규모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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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연체율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말 연체율은 5.5%에 불과
하였으나 2020년 9월 말에는 18.7%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출부실의
원인으로는 부실한 대출심사가 제시될 수 있지만 2020년 2월부터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3-12. 한국 PtoP 업체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분

2017년 말

PtoP 업체 수

2018년 말

183

누적대출액

2019년 말

205

2020년 9월 말

237

242*

16,820

47,660

86,506

108,866

7,532

16,439

23,825

22,1893

5.5

10.9

11.4

18.7

대출잔액
연체율

주: *: 2020년 3월 18일 기준 업체 수.
자료: 금융감독원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3), 「Pto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검색일: 2020.
5. 22).

표 3-13. 한국 PtoP 금융협회사 기준 PtoP 대출 형태별 잔액(2019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

형태

신용

매출

동산

부동산

담보

담보

담보

기타

자산

부동산

유동화

담보

담보

부동산
PF

브릿지론

합계

금액

916

1,322

1,177

4,816

802

1,376

5,050

266

15,727

비중

6.70

9.22

7.93

31.91

5.84

6.78

30.06

1.57

100.0

자료: 한국 PtoP 금융협회 공시자료, http://PtoPlending.or.kr/(검색일: 2020. 5. 23).

또 다른 비은행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로는 공급망 금융이 있다. 공급망 금융
은 기존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납품업체와 원청기업 사이의 자
21) 금융감독원이 파악하는 PtoP 업체는 2020년 3월 18일 기준 242개사이며, PtoP 통계를 제공하는 미
드레이트에서 조사되는 업체는 2020년 5월 말 기준 143개사이며, 이 중 PtoP 금융협회에 가입한 업
체는 43개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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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되었
었다. 하지만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의 중개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
을 공급받는 형태의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급망 금융은 크게 PtoP 플랫폼 기반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PtoP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PtoP 플랫폼을 통해 자금수요자가 자신
의 매출채권 등을 플랫폼에 유동화 신청을 하고, 자금공급자인 투자자들이 해
당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반면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빅데이
터를 통한 자금수요자 분석을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화된 자금공급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PtoP 업체와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매출채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공급망 금융시장은 매우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부터 핀테크 공급망 금융
이 향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6. 공급망 금융서비스
P2P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① 구매 주문 및 상품·서비스 제공

① 구매 주문 및 상품·서비스 제공

P2P
플랫폼

판매자
(기업)

③ 데이터 분석으로
대출승인 여부 심사

③ 투 자자 모집
(P2P금융)

② 매출채권
유동화 요청

④ 금액 선지급

⑤ 결제 및
대금회수

구매자

판매자

(개인, 기업)

(기업)

구매자

⑤ 대출
실행
② 매출채권
유동화 요청

금융기관등

(개인, 기업)

상거래
플랫폼
④ 심사결과
제공

⑥ 결제 및
대금회수

협업금융
기관

자료: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10. 21),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팀(T/F)」 출범」(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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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한국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
국내 사례

주요 비즈니스
∙ PtoP 금융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

한국어음중개
(2017. 7월~)

한 할인 신청을 받아 자체평가로 심사ㆍ운영
∙ 빅데이터 기반 전자어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전자어음을 심사하여
금융회사 어음할인 업무 지원
※ 금융위원회 1차 지정대리인 지정(2018. 9. 14)
∙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 서비스를

어니스트펀드
(2018. 2월~)

PtoP 금융 방식으로 제공
∙ 특히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중심으로 저금리
의 대출서비스를 제공

더존비즈온
(2020. 9월-)
신한카드
현대카드
(2019. 10월-)

∙ 비외감 대상인 중소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한 금융권 대출서비스 연계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 5. 2)
∙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와 PG사, VAN사, 핀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ㆍ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지원 및 대출서비스
제공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 7. 24)
∙ 전자상거래 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

SK텔레콤
(2020. 5월-)

용도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를 지원하고 금융회사 연계 대출서비스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 10. 2)

자료: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10. 21),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팀(T/F)」 출범」(검색일: 2020. 6. 2).

라. 금융투자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 Service Providers)의 핀테크는 직접금
융시장의 금융기관 혹은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의미
한다. 핀테크가 금융투자 지원서비스에 적용되는 분야와 기술은 크게 자산관
리, 블록체인, 지분 크라우드 펀딩 등을 들 수 있다. 자산관리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자산을 관리하고 금융상품 관리,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서비스이
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 데이터를 분산장부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성ㆍ보안성ㆍ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거래정보를 기록ㆍ보관하며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하

제3장 한국의 핀테크 • 71

는 핀테크 기술이다. 지분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우수한 아
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기반을 마련해 주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의사결
정, 통합 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개인종합자산관리 및 맞춤형 금융상품ㆍ투자상
품 추천을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 빅데이터의 기
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며,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만이 실제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표 3-15]와 같이 로보어드바이저 가
입자 수는 2017년 말 4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20년 9월 기준 2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운용금액은 약 4,220억 원에서 약 1조
2,995억 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아직까지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
이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투자 참고를 위한 자문서비스보다는 투자 전
체를 위임하는 일임서비스에 더 집중되어 실제로 그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인
식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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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한국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단위: 명, 억 원)

업종별 가입자 수 추이
2017년 12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9월

2,604

6,023

6,928

6,262

32

17

2,036

16,213

143

1,002

4,928

19,762

은행

35,928

50,828

121,404

172,869

합계

38,707

57,870

135,296

215,106

서비스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9월

일임

162

108

2,203

16,359

자문

2,617

6,934

11,689

25,878

무료추천

35,928

50,828

121,404

172,869

합계

38,707

57,870

135,296

215,106

업종별 가입금액 추이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9월

증권사

19.9

69.2

67.2

56.0

자산운용사

3.4

2.1

43.4

252.3

투자자문사

40.1

34.9

36.9

118.9

은행

4,156.1

6,640.0

9,498.0

12,568.2

합계

4,219.5

6,746.2

9,645.5

12,995.3

서비스 유형별 가입금액 추이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9월

일임

30.3

17.3

59.9

264.9

자문

33.1

88.9

87.6

162.3

무료추천

4,156.1

6,640.0

9,498.0

12,568.2

합계

4,219.5

6,746.2

9,645.5

12,995.3

주: 해당 자료는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전체가 아닌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운영현황」, http://www.ratestbed.kr/(검색일: 2020. 11. 5).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는 2016년 은행권 공동 API가 등장하면서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권 공동 API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개인의 종합 자산현황 정보를 마이데이터(MyData)라고 하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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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증진, 데이터 이동권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
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
업의 주요 서비스는 소비자 계좌 및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
리ㆍ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간편결제ㆍ간편송금 업체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3법22) 개정의 효력이 발휘되면
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
자가 거래정보를 보유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공인된 제3자가 없이도 거래기록
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거래정보를 확인 시 모든 사용자의 장부
를 대조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분산장부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높고, 공인된 제 3자
개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거래시간이 절약되며, 오픈소스 기반으로 인한
확장성이 있다. 또한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
으며,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보안성이 확보되고 모든 참여자의
시스템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체적 문제
로 확장되지 않는 시스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증ㆍ확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역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는 16개 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뱅크
사인이라는 인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뱅크사인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인증 방
식을 대체하고,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

22)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하며 2020년 1월 9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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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모두 감소시켰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금융투자회사들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기반 인증시스템인 체인ID를 도입
했다. 또한 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은 블록체인 서비스인 xCurrent를 활용한
해외 송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 관리, 인
증, 고객평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간편
한 개인인증 시스템, 스마트계약을 통한 빠른 거래승인 및 계약승인 등 금융거
래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림 3-7]과 같이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소액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이 존재한다. 이 중 투자지원적인 성격을 가
진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형이며, 이를 지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 지분 크
라우드 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사업계획이나 아이디
어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이에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자금수요자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게 되
며, 자금공급자는 배당금, 원금ㆍ이자 혹은 지분을 사업성과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이 실현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
공하는 금융투자업자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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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한국 금융권 블록체인 관련 주요 동향
주체
금융권 공동

주요 내용
∙ 은행연합회 및 은행: 블록체인 인증 뱅크사인 도입
∙ 금융투자협회 및 투자사: 블록체인 인증 체인ID 도입
∙ 데일리인텔리전스: 일부 대학 내 간편 결제ㆍ송금 시스템 적용(U-coin)
∙ 코인플러그: 기업 및 인증 특화 플랫폼 파이도레저 개발, 금융증빙자료
위변조 확인 시스템 개발

핀테크 기업

∙ 아이콘루프: 블록체인 기반 개인인증 DID를 통한 인증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 개발
∙ 카사코리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발행ㆍ유통 서비스 개발
∙ 아톰릭스컨설팅: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커스터디 개발

하나은행

∙ 블록체인 활용 해외 가맹점 간편결제 시스템인 GLN 결제서비스
∙ 블록체인 ID 인증 플랫폼 협업
∙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 도입

신한은행

∙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 도입
∙ xCurrent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준비

은행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위비코인 발행
우리은행

∙ xCurrent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준비
∙ 블록체인 ID 인증 플랫폼 협업
∙ LG와 협업하여 블록체인 기반 마곡페이 출시

KB국민은행

∙ 아톰릭스컨설팅과 협업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개발

자료: 강승준(2019), pp. 11~13.

한국에서 지분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
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발행인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 원이
다. [표 3-17]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누적 펀딩금액은 1,300억 원이며, 연간 펀딩성공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펀딩 성공률 역시 2016년 약 46%에서 2019년 말 기준 약 62%로 60% 이
상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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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한국 크라우드 펀딩 운영구조

청약증거금 입금·환불

주금 납입 통지·확인

은행/증권금융

입금내역/이체지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투자광고/청약주문

모집의뢰/청약결과

펀딩심사
투자광고

투자자

발행인

청약관리

계좌개설/의무보유예탁

모집의뢰·청약주문내역/발행·투자한도 확인

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의무보유예탁

증권회사

중앙기록관리기관

발행일정협의/일괄예탁 의뢰

투자자명부관리기관

(투자자계좌부)

중앙예탁기관

자료: 크라우드넷, 「제도소개」, https://www.crowdnet.or.kr/(검색일: 2020. 6. 4).

표 3-17. 한국 지분 크라우딩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펀딩시도 건수

펀딩성공 건수

펀딩 성공률

펀딩성공 금액

건당 펀딩성공
금액

2016

251

115

45.82

174.46

1.52

2017

295

183

62.03

279.61

1.53

2018

287

185

64.46

303.03

1.64

2019

321

199

61.99

370.10

1.86

2020*

151

109

72.19

173.52

1.59

1,305

791

60.61 **

1,300.71

1.64

합계

주: * 2020년 10월 말 기준.
** 펀딩 성공률은 2016~2020년 현재까지의 평균 수치임.
자료: 크라우드넷, 「통계정보」, https://www.crowdnet.or.kr/index.jsp(검색일: 2020. 11. 5)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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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험(인슈어테크)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단어로 보
험업무 각 분야에 핀테크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슈어테크는 보험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핀테크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정보 활용,
위험률 계산, 자동화된 고객 응대 등을 토대로 새로운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한국에서도 보험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이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우선 보험업계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개
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AIA생명
과 흥국생명은 고객이 운동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
스를 제공하며, DB손보 등의 보험회사는 일정수준의 안전운전점수를 획득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서비스 중이다.
보험업계에 빅데이터가 접목되면서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률
산정,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계약심사 고도화와 계약유지율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보맵과 아이지넷의 보닥 서비스의 경우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여 보닥
을 이용하는 고객과 가족들의 보험정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 추
천, 상품 유지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역시 빅데
이터와 AI를 이용하여 AI가 실시간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고객응대 및 실시간 Q&A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교
보생명, 오렌지라이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인증
과 보험증권 진위 증명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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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한국 주요 인슈어테크 활용 현황
구분

회사

내용
∙ 운동량 측정 앱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 활용

AIA 생명

∙ 나이에 따라 설정된 운동량 목표치를 달성하면 통신요금
할인,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 부여

건강증진형 보험

∙ 모바일 앱 활용
흥국생명

∙ 하루 평균 걸음이 7천 보 이상이면 보험료의 7%, 1만
보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

DB손보,
운전습관 연계 보험

삼성화재,
KB손보

교보생명

할인
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인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

인증 서비스
서비스

전운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보험료 5~10%를
∙ 실손보험금 지급신청 시 보험사와 의료기관에서 본인인

실손보험금
자동청구시스템 사용자
보험증권 진위 검증

∙ 모바일 내비게이션 활용
∙ SKT T맵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정거리 이상 주행 시 안

오렌지 라이프

∙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모바일 보험증권 등의 진위여
부 검증에 시범 적용 중

자료: 금융감독원 온라인 보도자료(2019. 5. 22),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검색일: 2020. 6. 2).

이러한 대부분의 인슈어테크 발전은 개별 보험가입자가 느끼는 것이라기보
다는 보험사 내부의 상품개발과 영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때문에 실
제로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이나 증권과 같이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고 결
정하는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험이 차별화된
개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대면적 보험 판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아직도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해외 인슈어테크 선진국에 비해서 초
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대면적 보험 판매 중심의 보험시장 규제
가 최근의 인슈어테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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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 핀테크 기업
1) 비바리퍼블리카
비바리퍼블리카는 2013년 설립되어 2015년부터 간편송금서비스인 토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는 2016년
은행 오픈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토스에 통합계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신용등급 조회, 부동산 소액투자, 비트코인 간편
거래, 대출 맞춤 주선서비스, 2018년 보험조회서비스, 해외주식 투자서비스,
2019년 토스머니카드 출시를 비롯하여 2020년에는 토스페이먼츠라는 PG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고 있다.23)
또한 2019년 말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획득하
면서 기존의 금융기관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1,700만 명에 달하는 토스 가입자 수와 저렴한 수수료, 온라인 시스템 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등에 의해서 토스 인터넷 은행과 증권 서비스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토스는 한국에서 최초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후 카카오페이 등
의 후발주자에 의해 2019년 현재 간편송금 2위 업체로 자리하고 있다. 토스는
적극적인 서비스 확장으로 2018년 12월 한국 최초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
업으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에는 2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2019년 비바리퍼블리카의 매출액이 1,187억 원에 달하지만, 영업이
익이 -1,154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확장되는 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이후
토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바리퍼
블리카의 80% 이상의 지분이 해외벤처캐피털로 구성되어 미래 수익성이 불안
해질 경우, 자본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하고 있다.
23) 토스페이먼츠는 기존 LG 유플러스의 PG 부문을 인수하여 시작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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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니스트
레이니스트는 2015년부터 뱅크샐러드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뱅크샐
러드는 자산관리서비스로 2015년 문자 스크래핑 기능을 활용한 가계부 어플
리케이션에서 시작한 이후 2017년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주요 핀테크 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신용관리 대출
서비스, 보험 설계서비스, 자동차 시세조회서비스 등을 잇달아 론칭하였고,
2019년 연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0년 초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가
700만을 돌파하는 등 주요 핀테크 기업이 되었다.
특히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ㆍ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8
년 말 출시한 개인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한 보험 설계서비스의 경우 2019년
1/4분기 대비 2020년 1/4분기 가입자가 8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이데이터
를 활용한 능동적 금융ㆍ보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된다.
레이니스트는 개인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의 성공에 따라 2018년 139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9년에는 55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매출액 역시 2016년 3억 원에서 2019년 63억
원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2019년 기준 영업이익 –182억 원 수준으
로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금융ㆍ보험 기업과 연동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 사업이 확장될수록 수수료 역시
증가한다는 사업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테라핀테크
테라핀테크는 2014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부동산 PtoP 금
융서비스인 테라펀딩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테라핀테크는 테라크라우드대부
라는 자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 PtoP 모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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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P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자동투자 시스템의 도
입, 2018년 삼성페이 입점, 2019년 카카오페이 제휴 등 지속적으로 영업 범위
를 확장하고 있다. 테라펀딩은 서비스 제공 이후 누적 대출액 기준 PtoP 대출
업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테라펀딩은 서비스 제공 시점부터 부동산PF, 부동산 담보 및 자산유동화담
보 대출 상품만을 운용하는 부동산 특화 PtoP 대출 기업으로 누적대출액은
2016년 말 773억 원에서 2020년 8월 기준 1조 1,50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
며, 2020년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2,445억 원 수준이다. 지속적인 대출규모
증가에 따라 매출액 역시 2016년 11억 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216억 원 수
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2018년에는 약 100억, 2019년
에는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2019년 이후 연체율 증가,
2020년 9월 PtoP 업체들의 제도권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PtoP 업체들의
부정적인 사건24)들로 인해 향후 신규 영업 및 기업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
황이다.

3. 한국의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가.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방향
핀테크 산업은 금융을 근간으로 하면서 ICT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산업은 한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볼 수 있
24) PtoP 업체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각종 PtoP 업체들의 부실대출, 돌려막기, 사
기대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PtoP 대출에 대한 시장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서울경제
2020. 8. 26, 「내일부터 P2P금융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 옥석가리기 시동」(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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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 전체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관리ㆍ감독 체계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강한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따
르면서 금융산업 역시 국가주도의 계획하에서 성장하였다. 금융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간주되기보다는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었기 때문에 개별 산업으로
서의 효율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비록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보다
허용되고, 개방화를 겪었지만 일정 수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2008~
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보다 엄격해지게 되었다.
한편 2010년 이후 ICT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로 금융감독 당
국 역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2015년 1월 정부가 ‘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내놓
으면서 핀테크 산업이 한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은 기존 금융시장과 핀테크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고,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전자
금융감독규정」 개정,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간편결제/송금, PtoP 투자, 크라우드 펀딩, 빅
테이터 기반 사업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핀테크지원센터 설립,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을 차례로 내놓으면서, 핀테크 산업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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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한국의 핀테크 육성 계획(2018, 2019년)
연도

주요 내용
∙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 발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핀테크 시장 확대
- 핀테크 혁신 위험(리스크) 대응

2018년

∙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3월)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발족(10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 기술 등 5개 분과 구성ㆍ운영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1월)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12월)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2. 25)
-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6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운영
∙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

2019년

- 2019년 예산 79억 원 중 37% 집행(7월 말 기준)
- 추경예산 22억 3,500만 원 확보
(테스트비용 지원 12.5억 원, 핀테크 보안 지원 9.85억 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9. 11.
29, 2020. 8. 27 시행)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3개 기업 지정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월) →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제도 마련
∙ 금융규제 샌드박스 77건 지정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핀테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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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한국의 핀테크 육성 계획(2020년)
연도

주요 내용
□ 핀테크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to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2020. 8. 27 시행)
- 안정적이고 건전한 PtoP 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 보호 병행
∙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도입 촉진(하반기)
-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보안성 평가체계 구축
∙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 빅데이터, PtoP 업체 등 핀테크 기술ㆍ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2020년

-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지원(3월~)
□ 핀테크ㆍ디지털 규제혁신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1년(2020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ㆍ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 소규모ㆍ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ㆍ허가단위 세분화,
진입요건 완화
∙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
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 포함한 「핀테크 종
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핀테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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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핀테크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더욱 적극적
으로 정책지원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핀테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자본시장과 금
융시장에 관련된 규제들을 차례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통해
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편익 향상, 금융부문 경쟁 촉진으로 인
한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
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술에 접목하기 위
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하여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난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였다.

나. 법과 규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핀테크는 시장실패가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과 규제의 규율을 받는다. 금융과 ICT 기술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금
융산업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되고, 통신산업의 규제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본법은 ICT 기술 자체에 관련된 법률이고, 전자서명 관련 법
률은 ICT 기술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면서 나온 다양한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
해서 나온 법률이다. 반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서비스 사
용 시 적용되는 법률이다.
21세기 들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고 특히 2010년경부터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는 핀테크 관련 서비스와 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핀테크 관련 주요 법률은 [표 3-21]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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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에 관한 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전자서명법」,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규제를 받
는다. 이들 법률의 담당부처 역시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ICT를 담당하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소비자보호를 담
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하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테크가
태생적으로 ICT 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면서 등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전자서명이나 실명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은 많은 국가에서 유사
한 형태로 제정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관련 법률을 총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은 한국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모바일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
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령으
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5)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령으로 통합한 전자금융거래
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와 요소, 이용자
보호 및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법의 성격을
띠며,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범위와 진입규제 및 검사 감
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법의 성격을 띤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20년 9월까지 19차례 걸쳐 개정되었고, 형태도 많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개정안에서는 스미싱이나 피싱, 파밍 등 해킹
으로 인한 금융피해에 대해 은행들이 1차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소비
자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0년 개정안은 새롭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을
25)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 제정이 폐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자금융
이체가 많아지면서 199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
이후 유보와 폐기과정을 거치며 많은 논의와 이익상충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입법화가 추진되어,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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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주요 핀테크 관련 법률
법률

당담기관

주요 규율 업무 및 특징
새로운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에 따른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제정, 해킹 등과 같은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1995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서 시작하여 2011년 3월 29일 새로이 「개인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보보호법」이 제정, 민간과 공공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관련 의무 조치 사항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
금융위원회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뒤 2014년 11월 19일 개정,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업무를 규정

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률로 1986년 5월 전산망 보급 확장만을 규정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하
여 현재의 명칭으로 2015년 4월 21일 개정

표 3-21. 계속
법률

당담기관

주요 규율 업무 및 특징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금융위원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14년 11월 29일 최종 개정,
이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
을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됨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9년 제정된 뒤, 2014년 10월 15일 개정. 공인인증서의 강제사용을 규정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핀테크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수정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1년 1월 26일 제정. 동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요 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함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0년 제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시작하여,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제정.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장기 소비자정책이 수립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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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이들이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좌 발급 및 관
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과거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종합지급
결제사업자들이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핀테크는 지난 21세기 들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의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의 창출을 통하여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비
대면적인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었고, 신용분석과 투자 분석에서 새로운 상품
을 출시시켰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고, 금융산업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주요 분야인 은행과 비은행으로 구분하고,
은행을 다시 지급결제 및 중개 기능으로 구분하며, 비은행기관은 비은행, 금융
투자와 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50년 동안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
으로 제시되었다.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핀테크 발전 5단계 중
5단계에 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어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지급결제 분야에는 간편결제가 도입되었고, 모바일카드,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은행 분야는 인터
넷과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된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물
리적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계좌개설부터 이
체, 대출 관련 대부분의 은행서비스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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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분야는 PtoP 대출, 매출채권 할인 등의 서비스가 도입되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로는 크라우드 펀딩,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자산관리서비스
가 활성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온라인 보험(인슈어테
크) 서비스가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정부 역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독과점
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산업에서 ICT 기술 도입만이 산업 효율성 개선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 샌드박
스를 적용하고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핀테
크지원센터를 창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각종 법률도 제정 및 개정되었다. 핀테크에 직
접적으로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다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전자서명이나 개인정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들이 정비되어 관련 산업발전
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한국에서 핀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성화되
고 있고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순서를 보면 최초에 지급결
제 분야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고, 카드, PG 등이 온라인결제를 중심으
로 성장하였으며, 은행도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계좌이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중개 기능 분야에서는 비은행 분야에서 PtoP 대출이 일정한 성과를 보
여주고, 금융투자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매출채권 할인이나 보험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규모는 크지 않은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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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4. 베트남
5. 인도

인도네시아는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특히 많은 섬들과 정글로 이루어진 국
토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는 핀테크 발전단계상, 1~2단계 금융 인프라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최근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모바일 기
반 서비스로 도약하고 있다. 유선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무선 인
프라 환경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지급결제, PtoP 대출, 보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장 발달되었고,
PtoP 대출 및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때 확대되는 자산
관리서비스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보다는 기존의 계
좌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간단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핀테크는 아직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보
험시장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형태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금융발전 수준과
ICT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지급결제
와 PtoP 대출에 핀테크 기업이 집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금융포용성 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선
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18-20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넓은 국토
에 많은 섬 및 정글과 산악지대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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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인프라
1) 금융시장 경쟁력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업(상업은행, 농촌은행, 샤리아은행)과
기타 금융업(증권, 보험, 벤처캐피털 등)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모두 빠르게 성
장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발전 정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2018년 GDP의 4.2%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불과하
다.26) 또한 금융산업이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매우 미흡한 수준
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은행, 재무부 및 금융감독청
(OJK)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18-2024」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관점
에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7)
WEF에서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그림 4-1]과 같이
2010년 62위에서 2017년 37위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9년 현
재 58위에 그치고 있으며, 점수 역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19년 점수와 순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MF가 제공하는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에서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발전지수는 [표 4-1]과 같
26) 산업생산의 비중 4.2%에 비하여 고용이 1.5%라는 의미는 본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의
미이다.
27)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크게 ① 경제 자금 조달 및 리스크 관리 ② 시장 인프라 발전 ③ 정책
협력, 규제 조화 및 교육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시장으로 화폐시장, 외환시장, 채권시
장, 주식시장, 샤리아 금융시장, 구조화된 상품 시장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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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년 84위에서 2017년 64위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경쟁력

주: 2010~17은 1~7, 2018~19는 0~100이 기준인데, 모두 0~100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검색일: 2020. 6.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MF의 금융발전지수의 세부항목에 기초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지수의 경우 접근성(Access)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0년 115위에서 2018년
84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심도(Depth)와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여전
히 열악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증권, 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s) 지수는 심도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2010년 55위에서
2018년 52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효율성이 다소 악화되면서 2010년
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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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기관지수

금융시장지수

심도

접근성

효율성

심도

접근성

효율성

0.3

0.29

0.12

0.15

0.65

0.29

0.23

0.29

0.35

(75)

(115)

(101)

(117)

(74)

(55)

(63)

(62)

(40)

0.32

0.34

0.13

0.24

0.67

0.28

0.21

0.32

0.32

(67)

(106)

(96)

(108)

(67)

(53)

(59)

(56)

(41)

0.33

0.39

0.14

0.35

0.68

0.26

0.22

0.32

0.26

(67)

(87)

(94)

(87)

(60)

(55)

(59)

(55)

(42)

0.36

0.41

0.14

0.39

0.7

0.29

0.21

0.31

0.34

(60)

(84)

(95)

(80)

(54)

(53)

(61)

(58)

(36)

0.36

0.43

0.14

0.43

0.71

0.28

0.24

0.33

0.26

(61)

(77)

(95)

(70)

(51)

(55)

(51)

(55)

(42)

0.36

0.43

0.14

0.44

0.69

0.28

0.23

0.35

0.25

(64)

(82)

(99)

(65)

(60)

(55)

(56)

(53)

(42)

0.37

0.43

0.15

0.44

0.67

0.29

0.25

0.36

0.25

(64)

(85)

(98)

(65)

(74)

(53)

(56)

(52)

(43)

0.37

0.43

0.15

0.44

0.69

0.28

0.26

0.37

0.21

(62)

(83)

(98)

(66)

(64)

(56)

(55)

(57)

(44)

0.37

0.43

0.15

0.43

0.7

0.29

0.25

0.36

0.26

(62)

(84)

(98)

(70)

(68)

(52)

(57)

(58)

(42)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아직까지 성인 1,000명당 신용카드 수는 2012년 83장 수준에서
2018년 88장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지점 수와 ATM의 수는
2010년 각각 성인 10만 명당 8.1개와 13.1개에서 2018년 각각 16.2와 54.7
개로 각각 2배와 4.1배 증가하였다. 동시에 예금계좌 수 역시 같은 기간 성인
1,000명당 574.5개에서 1,582.6개로 2.8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은 규모 측면에서 은행업의
비중이 높을지라도, 최근 금융산업 발전은 증권과 보험 등 금융시장이 견인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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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효율성도 낮아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
쟁력 제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은행업 중심의
금융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및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발전단계
를 거치기보다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표 4-2. 인도네시아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00명당

성인 1,000명당

은행지점 수

ATM 수

예금계좌 수

신용카드 수

2010

8.11

13.04

573.41

2011

14.71

16.45

623.09

2012

16.87

35.73

693.80

83.15

2013

17.64

42.02

855.29

83.29

2014

17.83

49.21

896.34

87.06

2015

17.64

52.97

928.06

89.96

2016

17.26

54.34

1,047.72

91.46

2017

16.75

55.14

1,550.95

89.16

2018

16.14

54.38

1,572.68

87.87

2019

15.64

53.41

1,616.01

87.58

연도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ICT 인프라
인도네시아의 ICT 인프라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ICT
인프라 지표에 기초해 살펴보면, [표 4-3]과 같이 광대역 인터넷(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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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band)은 2010년 인구 100명당 0.94건에서 2018년 3.32건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Mobile broadband)는 2010년 인구 100명당 22.2건에서 2018
년 87.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동전화(Mobile-cellular telephone)는
2010년 인구 100명당 87.4건에서 2018년 119.3건으로 증가했으며, 개인 인
터넷 이용률(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은 2010년 인
구 대비 10.9%에서 2018년 39.9%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8년 개인별 이동
전화 보급률이 73.8%에 그치고,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39.9%로 104위 수준
에 그치면서 WEF(2019) 기준 ICT 도입 경쟁력은 세계 72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4-3. 인도네시아의 주요 ICT 지표

연도

광대역 인터넷

이동전화

모바일 브로드밴드

개인 인터넷 이용률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대비 %)

2010

0.9

87.4

2011

1.1

101.9

22.2

12.3

2012

1.2

113.5

31.9

14.5

2013

1.3

124.4

31.6

14.9

2014

1.3

127.6

34.7

17.1

2015

1.5

131.2

42.0

22.0

2016

2.0

147.4

67.3

25.5

2017

2.4

164.4

95.7

32.3

3.3

119.3

87.2

39.9

(97)

(64)

(52)

(104)

2018

10.9

주: ( ) 안은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제시된 순위임.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2020년 9월 말 현재 약 250개의 기업이 지급
결제, PtoP 대출, 보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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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지급결제서비스이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PtoP 대출과 자산
관리이다.
구체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는 2018년 현재 38%를 차지하고 있고, PtoP 대
출은 2016년 15%에서 2018년 29%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은
행 통계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거래규모는 2017년 12.3조IDR(840억 달러)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에 따르면, 2018년 PtoP를 통한 대출은 전년대비 645% 증가한
22.67조 IDR(1억 6,2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자산관리와 보험 분야
로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대해 국가와 도
시를 평가한 Findexable의 “The Global Fintech Index 2020(2019)”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의 2019년 글로벌 핀테크 순위는 47위 수준으로 전년대비 6
단계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2. 인도네시아 핀테크 부문별 기업 분포
(2016)

(2018)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10. 4), “New Fintech Report Highlights Indonesia’s Untapped
Digital Finance Opportunity,” https://fintechnews.sg/4814/indonesia/new-fintech-report-highlightsindonesias-untapped-opportunity/;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8. 6. 26), “Fintech Indonesia
Report 2018 – The State of Play for Fintech Indonesia,” https://fintechnews.sg/20712/indonesia/fintech
-indonesia-report-2018/(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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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 분야
지급결제 분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그림 4-3]과 같이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2013년 9.7억
달러에서 2017년 44.1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결제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카드결제 사용 금액은 아직까지 개도국 중에서 낮은 수준이
다. [표 4-4]와 같이 2018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카드결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4.35%로 한국의 45.6%에 비해 크게 작고, 주변국가인 말레이시
아 9.52%, 태국 4.9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2년 3.60%에서
2018년까지 0.75%p밖에 상승하지 않아 상승속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두 결제수단 사이에 큰 사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money의 사용 규모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인도네시아 모바일 전자상거래

자료: Bank of Indones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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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인도네시아 카드결제 규모의 GDP 대비 비중
(단위: GDP 대비 %)

연도

총계

직불카드

신용카드

e-money

2012

3.60

1.28

2.29

0.02

2013

3.87

1.54

2.29

0.03

2014

4.11

1.71

2.37

0.03

2015

4.24

1.83

2.37

0.05

2016

4.29

2.03

2.20

0.06

2017

4.32

2.11

2.13

0.09

2018

4.35

1.98

2.06

0.32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직불카드의 사용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ICT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나
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카드 및 e-money 결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
림 4-4 참고). 전체 거래금액 중 지급수단별 비중은 e-money에 비해 직불 및
신용카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money의 결제금액 비중은 2017
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e-money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화폐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Ovo, Gopay,
LinkAja 등이 있다. Ovo는 Grab과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Gopay는 인도네시아 최대 공유
플랫폼인 Gojek과 연계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하
나의 금융생태계로 재편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LinkAja는 공
공서비스 결제 디지털화에 집중하여 전문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Kredivo와 PayFazz는 은행 미이용자들을 위한 금융중개 플랫폼으로 금융소
외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Cicil, InfraDigital Nusantara
는 교육비와 등록금 지불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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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협회에 등록된 핀테크 기업은 [그림 4-5]와 같이 62개사이다.

그림 4-4. 인도네시아 1인당 카드와 e-money 지급결제
(a) 인도네시아 카드 및 e-money 1인당 지급결제 금액(백만 달러)

180
171.1
167.7

170
160

154.6

150
140

142.3

145.1
142.7

134.8

130
12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 인도네시아 카드 및 e-money 지급수단별 비중

주: 금액과 건수는 모두 1인당 거래를 기준으로 나타냄.
자료: BIS,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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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인도네시아 지급결제 분야 기업(62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8. 6. 26), “Fintech Indonesia Report 2018 – The State of Play
for Fintech Indonesia,” https://fintechnews.sg/20712/indonesia/fintech-indonesia-report-2018/(검색일:
2020. 6. 2).

2) 은행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고, 금융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출심사나 신용정보 서비스
와 같은 복잡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은 전문기관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지만 2016년
8월 BTPN(Bank Tabungan Pensiunan Nasional)이 자회사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디지털은행 App Jenius을 설립했다. 현재는 BTPN의 비대면 채널로서
비대면 계좌 개설, 정기예금, 전자지갑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비은행
인도네시아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PtoP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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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PtoP 시장은 [그림 4-6]과
같이 2017년 5,34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2.5배 성장하였으며, 대
출계좌 수도 2018년 약 143만 개로 전년대비 5.5배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일 기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발표에 따
르면 139개의 PtoP 대출 플랫폼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25개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PtoP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 접근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여러 개도국에서 관찰되는 일반
적인 현상으로 은행의 신용 분석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담보 중심의 대출 관
행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PtoP와 같
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
PtoP 대출 기업은 Koinworks, Investree, UangTeman, Amartha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Koinworks는 201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대출
플랫폼으로 2년 이상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만 대출하며, 투자손실 최소화를
위해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Investree는 자카르타 내 기업 자금조달 활성
화를 위해 설립된 PtoP 대출 플랫폼으로, 자카르타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17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며, 최
소한의 비즈니스 경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UangTeman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
비자는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등 일부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대출금 수령
이 가능하다. Amartha는 농촌지역의 중소기업가에게 비즈니스 자본을 대출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주지가 유사한 15~20명의 대출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 기준의 대출금 공동 약정을 맺어 그룹별 정기 회의를 통해 대출
금 상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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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도네시아 PtoP 거래
PtoP 비즈니스 시장규모

PtoP 대출계좌 수

자료: Statista DB(검색일: 2020. 6. 3).

그림 4-7. 인도네시아 Lending 분야 기업(54개)
PtoP 대출(47개)

크라우드 펀딩(7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8. 6. 26), “Fintech Indonesia Report 2018 – The State of Play
for Fintech Indonesia,” https://fintechnews.sg/20712/indonesia/fintech-indonesia-report-2018/(검색
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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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
인도네시아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들이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TradeID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주식거래서비
스와 함께 자산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88은 필리핀과 태국까지 진출
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플랫폼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
로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Pundi X는 2017년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oS 단말기, 전자지갑 솔
루션 등을 생산하고 있다. Cashlez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mPoS 시스템
개발업체로 자사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Ovo, Gopay 등 QR코드 기반인 디지
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Jojonomic은 2015년 개인금융 플랫폼
으로 시작한 이래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과 클라우
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8. 인도네시아 금융투자 분야 기업(18개)

Wealthtech
(13개)

Crypto & Blockchain
(3개)
Accounting
(2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8. 6. 26), “Fintech Indonesia Report 2018 – The State of Play
for Fintech Indonesia,” https://fintechnews.sg/20712/indonesia/fintech-indonesia-report-2018/(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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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
인도네시아는 보험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지 않아 인슈어테크
(Insurtech) 시장도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중
산층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적은
가입료 부담과 간단명료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인슈어테크는 Pasarpolis가 있다. 동사는 타 기업 또는 스타트업
과의 제휴를 통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분석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한다. 또한 건강, 생
명, 자동차, 사고, 재산, 여행과 관련한 많은 보험상품들을 추천 및 판매하고 있
으며, 이미 30개 보험사 및 인도네시아의 고용 관련 사회보장기구(BPJS
Ketenagakerjaan)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Gojek
과 Grab은 광범위한 사용자를 확보한 자사 디지털 플랫폼과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간의 연계ㆍ통합을 통해 디지털 보험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28)

그림 4-9. 인도네시아 보험 분야 기업(10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8. 6. 26), “Fintech Indonesia Report 2018 – The State of Play
for Fintech Indonesia,” https://fintechnews.sg/20712/indonesia/fintech-indonesia-report-2018/(검색일:
2020. 6. 2),
28) Gojek과 Grab은 각각 자동차 및 운송과 물류 및 배송 분야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Gojek은 인도네
시아, Grab은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현재 아세안 내 주요 국가들에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세안 유
니콘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존의 플랫폼과 ICT 역량을 결합
해 다양한 핀테크 영역으로 사업분야를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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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핀테크 기업
인도네시아의 주요 핀테크 기업으로 KinerjaPay와 Kredivo를 살펴보았
다. KinerjaPay는 2007년에 시작된 인터넷서비스 솔루션 제공업체였으나 이
후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확대되었으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
격하게 기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미국의 Amercia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다.29) KinerjaPay는 Kpay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
여 온라인상에서 대금청구서 발송 및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SNS상의 대
금청구와 지급 및 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로 공산품 중심의 K-mall과 식료품 중심의 K-mart를 운
영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PC를 통하여 제공된다. 또한 2018년에는 P2P 대출
과 마이크로 대출을 시작하여 본래의 지급결제서비스에서 중개서비스도 제공
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것은 인도네시
아 기업의 새로운 경영형태를 보여준다. 즉 투명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우려
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핀테크 업종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
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것이다. KinerjaPa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만족하였고, 분기 및 연말로 미국 증권위원회에 각
종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KinerjaPay는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기업
인 Investa Wahana Development PT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
였다.
FinAccel은 2015년 말에 창립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업으로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인 Kredivo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인 Akshay Garg, Umang
Rustagi, Alie Tan은 싱가포르 기업인 Jungle Ventures로부터 110만 달러
29) KinerjaPay는 최초 PT. Kinerja Indonesia에서 시작하였으나 2016년 미국에서 상장하면서 이름을
현재와 같은 KinerjaPay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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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투자를 받아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인 크레디보
(Kredivo)와 개인 재무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라임(Lime)을 선보였다.
크레디보(Kredivo)는 실시간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구매 및 개
인 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 금융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매우 낮은 이자율로
소액자금을 대출해준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페디아(Tokopedia), 온
라인 티켓 판매 회사인 트래블로카(Traveloka) 등의 온라인쇼핑몰이나 음식
배달 앱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고객 신용에 기초하여 100~2,200달러까지
간편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금액 납부기간에 따라 약 월 3%의 이자를 부
과하는 서비스이다.
FinAccel은 2019년 2월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신용결제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Moka POS와 제휴를 맺었고, 2019년 9월 전자상거래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Zero-Click Checkout 을 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약 100
만 명 이상이 Kredivo를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FinAccel은 2020년 인도네시아 파이낸스 회사인 PT Swarna Niaga
Finance를 합병함에 따라 P2P 대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FinAccel
은 지난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업무를 확
대하고 있다.30) FinAccel의 Kredivo는 2018년 11월 KPMG&H2 Ventures
전 세계 톱 100의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SEA
국가 중 핀테크 스타트업 1위로 선정되었다.

30) FinAccel은 2017년 10월 싱가포르 벤처캐피털 Jungle Ventures로부터 시리즈 A 펀딩으로 미공개
금액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밴처캐피털 MDI Ventures 등으로부터 시리즈 B 펀딩으로
3,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다시 9월 PFG(Partners for Growth)에서 2,000만 달러의 부
채 펀딩(Debt Funding Round)을 받았다. 2019년 12월 Asia Growth Fund와 Square Peg의 주도
로 Singtel Innov8, TMI(Telkomsel Indonesia), Cathay Innovation, Kejora-InterVest, 미래에
셋증권, Reinventure, DST Partners 등이 참여한 시리즈 C 펀딩으로 9,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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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정책 방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18-202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인도
네시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걸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의 관행을 탈피하고 저소득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핀테크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핀테크 산업
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더욱 빠르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받던 서민층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서
비스를 제공해 금융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나 정책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06년 12월에 자금이체 및 전자화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이후에 시행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다. 핀테크 관련
정책이나 규제는 크게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과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책수
립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핀테크 기업과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정책
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처리 수행과 관련된 법령,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등록, 전자화폐 관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오피스(BI-FTO)’를
설치하고, 핀테크 사업 및 상품, 서비스 진단,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핀테
크 신사업 혁신에 따른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발 등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PtoP
대출서비스, 정보기술의 사용, 핀테크 기업의 등록, Equity 크라우드 펀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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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JK는 2018년 금융서비스 부문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정(No.13/POJK.02/2018)을 발표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1년 이하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를 제시했다. 또한 등록된 핀테크 기업들은 특정 OJK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필요한 경우 6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OJK는 전반적
인 핀테크 기업 및 관련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등록된
89개 핀테크 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단계에 있는 기업이 45개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31)

표 4-5.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정책 수립 시 6가지 고려사항
구분

주요 내용

1

교육

∙ 국민경제 개선을 위한 핀테크 중요성 관련 교육

2

등록시스템

∙ 등록 시스템 강화를 통한 이용자 신뢰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3

수행지침

∙ 핀테크 협회 주관 온라인 거래 메커니즘에 관한 수행 지침 마련

4

보안

∙ 사이버 공격(해킹)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재정적 기술적 이해 제고

5

시스템관리

∙ 결제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증 제공

6

기관협력

∙ 핀테크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은행과의 협력해 자본력 강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한정된 별도의 세
제혜택이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지 있지 않으나, 특정 요건을 충
족한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즉 Pioneer로 분류되는 산업
에서 1조 루피아 이상의 공인 자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첨단기술을 도
입한 기업으로 5,000억 루피아 규모의 자본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 법인
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와 데이터
31) OTORITAS JASA KEUANGAN 홈페이지, “Data Pencatatan dan Regulatory Sandbox IKD”(검
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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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모든 핀테크 회사의 활동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
어 있지만, 향후 관련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인도네시아 핀테크 관련 규제 요약
구분
BI Regulation
No.18/40/PBI/2016

주요 내용

주관기관

∙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Bank of

결제거래 처리 주관자 소관 분야 등의 내용을 제시

Indonesia

∙ 핀테크 생태계와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
BI Regulation
No.19/10/PBI/2017

∙ Bank of Indonesia에 등록해야 하며, 디지털 통화
를 사용할 수 없음

Bank of
Indonesia

∙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전에 약 1년 동안 규제 샌드박
스에서 테스트 필요
BI Regulation
No.19/12/PBI/2017

∙ 핀테크 사업자의 정의 및 활동 범위, 핀테크 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허가를 득할 의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 등 규정

Bank of
Indonesia

∙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화폐 관련 비즈니스
BI Regulation
No.20/6/PBI/2018

모델 개발을 수용하고자 함

Bank of

∙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 유형, 최대 예치규모, 외국인

Indonesia

지분율 제한 등에 대한 내용 규제
∙ 일반적인 PtoP 대출서비스, PtoP 대출서비스 제공에
OJK Regulation
No.77/POJK.01/2016

대한 규제사항, PtoP 대출업자 자격요건 등을 규정
∙ 정보기술 기반 대출과 관련하여 핀테크 PtoP 대출

OJK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
OJK Regulation
No.12/POJK.03/2018

∙ 상업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뱅
킹을 위한 정보기술 사용을 규제

OJK

∙ 전자/디지털 제품을 발행 시 OJK 허가 필요
∙ 디지털 금융혁신(IKD)을 위한 새로운 핀테크 규정
∙ IKD의 정의 및 범위, 기록, 금융감독청 인허가 또는

OJK Regulation

등록 절차, 정보보안 및 데이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No.13/POJK.02/2018

등을 규정

OJK

∙ 다른 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경우 신청 후 규제
샌드박스 프로세스를 거쳐 등록해야 함
OJK Regulation
No.37/POJK.04/2018

∙ Equity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창업기업과 중소
기업이 전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OJK

자료: Batunanggar(2019),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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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평가
인도네시아는 금융산업 전반이 상당 수준 낙후되어 있고, 다수의 서민들이
금융서비스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
는 독과점 산업의 특징을 보유하면서 효율성이 낮다는 금융산업의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 핀테크를 활용한 효율성 개선과 함께 서민층으로의 금융서비스 확
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발전 현황을 제2장에서 제시한 한국의 전자금융 및 핀
테크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발전단계상(표 2-3
참고) 1~2단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지급결제, PtoP 대출, 보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
출한 분야는 지급결제서비스이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PtoP 대
출과 자산관리이다. 이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금융발전 수준과
ICT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지급결제와
PtoP 대출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보다는 기존의 계좌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형태의 자산관리서
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보혐산업의 경우 핀테크는 별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보험산업이 다른 핀
테크 분야에 비해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 도입이 미
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금융포용성 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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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18-20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활
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수준은 미미
하지만, 인구 규모나 성장잠재력, 정부의 중장기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할 때 향
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 산
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다음의 세 가
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최근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ICT 연결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핀테크 산업에서 인터넷 연결
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ICT 인
프라의 확대 및 연결성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전자화폐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
발을 수용하는 규제를 발표(BI Regulation No.20/6/PBI/2018)하는 등 비현
금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가맹점들은 여전히 현금을 통한 결제방식
을 선호하고 있다. 참여하는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인책과 함께
핀테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OJK는 규제기관으로서 금융사기 및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 엄
격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규제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 핀테크 기업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행지침 등 가이드라
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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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인도네시아 주요 핀테크 분야 및 서비스
분야

현황 혹은 발전 정도
∙ 전반적인 금융발전 수준과 ICT 기술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부문에 집중

총괄

◑
∙ 현재 핀테크 발전단계상 1~2단계 수준에서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의 도약을 추진 중
∙ 모바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
도 빠르게 증가

지급결제

◑

∙ ICT 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고,
e-money 결제건수도 크게 증가
∙ 다만 거래금액은 직불 및 신용 카드에 비해 작고, 대체로 소액거래에만
집중
∙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단순한 계좌조

은행

◑

회, 계좌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 핀테크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매우 미미한 수준

∙ Pto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장규모와 대출
계좌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
비은행

◑
∙ 아직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 접근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
∙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면서 핀테크 기업들
의 진출이 활발

금융투자

◔
∙ 기존의 계좌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단순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에 집
중
∙ 보험시장 자체가 발달해 있지 않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수준도 높지
않아 핀테크 기업의 진출이 미미한 상황

보험

◔
∙ 다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중산층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수요는 증가
추세

주: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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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중심의 핀테크에서 벗어나 모바일 및 신기술을 활용한 핀
테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 중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인터넷뱅킹과 중반에 도입된 모
바일뱅킹 서비스가 일반화되었고, 온라인 증권거래도 이미 성숙되었다. 말
레이시아는 신남방 국가 중 싱가포르와 함께 핀테크 발전단계상 3단계를
지나서 4~5단계로 진입하였다. 아직까지 한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독자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확산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핀
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
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
는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지갑 분야이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
는 전자지갑과 자산관리 분야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 기술을 활용한 성
공적인 서비스들이 안착하였다기보다는 많은 실험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금융산업 발전 수준과 금융인프라 구비 정도가 신남방 국
가 중 매우 우수한 수준이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
므로 핀테크 도입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 상태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
부는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유지한 가
운데 금융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향후 핀테크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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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인프라
1) 금융시장 경쟁력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이래로 디지털 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
화해오고 있으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금융부문 마스터 플
랜(Financial Sector Masterplan, FSMP)을 도입ㆍ추진함으로써 최근까지
크게 변화해왔다.32) 최근에는 중앙은행(Bank Negara)을 중심으로 2011년
12월부터 ‘금융청사진(Financial Blueprint) 2011~2020’을 수립하고, 금융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청사진은 효과적 금융
중개, 금융시장 심화, 금융포용 강화, 지역ㆍ국제금융 통합 강화, 이슬람금융
국제화, 지배구조ㆍ위험관리기법 향상, 전자결제를 통한 경제 효율성 증대, 소
비자 역량 강화, 금융부문 인재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
아 금융산업의 규모는 2015년 GDP의 11.1%에서 2019년 11.4%로 소폭 증
가하였다.
WEF(World Economic Forum)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말
레이시아의 금융산업 경쟁력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WEF에서 발표하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순위를 보면, [그림 4-10]과 같이 말레
이시아 금융시장은 2011~14년 기간 3~4위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해 2019년 15위를 기록했다.
한편 인프라 준비성 측면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Network Readiness
Index)가 121개국 중 32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33)
32) FSMP는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을 구성하는 큰 틀을 제공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인프라 발전은 물론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적인 금융
구조로의 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3) Network Readiness Index 홈페이지, “NRI 2019 Countries”(검색일: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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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의 경쟁력

주: 2010~17은 1~7, 2018~19는 0~100이 기준인데, 모두 0~100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검색일: 2020. 6.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8.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기관지수
0.64

0.68

금융시장지수

심도

접근성

효율성

0.76

0.37

0.78

심도

접근성

효율성

0.58

0.8

0.55

0.34

(26)

(27)

(13)

(78)

(19)

(26)

(14)

(21)

(41)

0.65

0.67

0.75

0.37

0.79

0.61

0.8

0.58

0.39

(24)

(31)

(14)

(82)

(14)

(22)

(12)

(17)

(38)

0.65

0.69

0.79

0.37

0.81

0.59

0.8

0.61

0.32

(22)

(28)

(12)

(83)

(8)

(23)

(14)

(18)

(38)

0.67

0.7

0.82

0.37

0.81

0.61

0.82

0.61

0.34

(22)

(26)

(11)

(87)

(11)

(19)

(14)

(18)

(37)

0.67

0.7

0.8

0.36

0.82

0.61

0.82

0.59

0.37

(22)

(29)

(13)

(90)

(6)

(24)

(13)

(21)

(34)

0.66

0.69

0.81

0.35

0.8

0.6

0.81

0.58

0.35

(24)

(29)

(13)

(95)

(14)

(22)

(15)

(21)

(36)

0.65

0.68

0.8

0.34

0.81

0.59

0.8

0.6

0.32

(22)

(31)

(12)

(95)

(6)

(25)

(16)

(17)

(38)

0.66

0.68

0.79

0.33

0.8

0.62

0.85

0.59

0.36

(23)

(29)

(15)

(101)

(10)

(22)

(14)

(27)

(32)

0.66

0.67

0.78

0.33

0.81

0.61

0.82

0.57

0.41

(21)

(32)

(14)

(96)

(9)

(22)

(13)

(27)

(30)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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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제공하는 금융발전지수는 WEF의 발표와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금
융 산업의 발전 정도가 [표 4-8]과 같이 2010년 26위에서 2018년 21위로 소
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발전지수의 세부항목에 기초
해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업으로 대
표되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지수의 경우 심도와 효율성은 모두 13
위로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근성이 다소 악화되면서 2017
년에도 2010년과 같은 29위에 머물렀다. 증권과 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시
장(Financial Markets) 지수는 심도, 접근성 및 효율성이 모두 소폭 개선되면
서 2010년 22위에서 2017년 17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즉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은 증권과 보험 등 금융시장의 경우 세계 상위 수준의 발전 정도를 보
이는 반면,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에 대한 접근성의 경우 매우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9]와 같이 은행지점 수와 ATM의 수는 2010년 각각 성인 10만 명당 10.9개
와 53.5개에서 2018년 각각 10.3과 46.6개로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예금계
좌 수와 신용카드 수는 2010년 각각 성인 1,000명당 2,167.8개와 420장에서
2018년 각각 2,240.9개와 431개로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완만하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추세
에 있으며,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부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정책을 적
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은 향후에도 발
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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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말레이시아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연도

성인 10만 명당
은행 지점 수

성인 10만 명당
ATM 수

성인 1,000명당
예금 계좌 수

성인 1,000명당
신용카드 수

2010

10.92

53.54

2,168.73

420.62

2011

11.25

53.60

2,224.33

397.57

2012

11.15

53.29

2,320.34

382.49

2013

10.97

54.68

2,490.85

373.38

2014

10.81

52.39

2,479.89

362.19

2015

10.69

51.27

2,317.03

379.78

2016

10.44

48.96

2,281.93

397.32

2017

10.23

47.55

2,265.38

419.04

2018

10.24

46.60

2,242.27

430.85

2019

10.08

44.71

2,218.97

414.78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ICT 인프라 현황
말레이시아의 ICT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ITU에서 제공하는 주요 ICT 인프라 지표에 기초해 살펴보면, 광대역 인터넷
(Fixed-broadband)은 [표 4-10]과 같이 2010년 인구 100명당 7.4건에서
2018년 8.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이동전화(Mobile-cellular telephone)도
2010년 인구 100명당 120.0건에서 2018년 134.5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모
바일 브로드밴드(Mobile-broadband)는 2011년 인구 100명당 12.3건에서
2018년 116.7건으로, 개인 인터넷 이용률(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은 2010년 인구 대비 56.3%에서 2018년 81.2%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광대역 인터넷(Fixed-broadband)은 2014년 10.3에 비해서
는 2018년 8.6로 소폭 감소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2018년 개인별 이동전화 보급률은 97.9%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률은 81.2%, 38위 수준에 머물고, 광대역 인터넷 이용이 81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WEF(2019) 기준 ICT 도입 경쟁력은 세계 33위 수준에 머물러 있
다.34)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대역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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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연결 계획(NFCP: National Fibre Connectivity Plan)을 추진하기
시작했다.35)

표 4-10. 말레이시아의 주요 ICT 지표
광대역 인터넷

이동전화

모바일 브로드밴드

개인 인터넷 이용률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대비 %)

2010

7.4

120.0

2011

8.8

128.0

12.3

61.0

2012

10.1

142.2

13.5

65.8

2013

10.0

145.9

12.5

57.1

2014

10.3

150.4

58.3

63.7

2015

10.1

145.7

89.9

71.1

2016

8.7

141.7

91.7

78.8

2017

8.6

136.1

111.5

80.1

8.6

134.5

116.7

81.2

(81)

(31)

(19)

(38)

연도

2018

56.3

주: ( )은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제시된 순위임.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산업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2019년 현재 약 198개의 기업이 지급결제, 전
자지갑, 자산관리, 송금 및 외환거래, 보험, PtoP 대출 등 13개 부문에 대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1]과 같이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기업
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지갑 분야이고, 가장 빠
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전자지갑과 자산관리 분야이다.
34) 한편 말레이시아의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광대역 인터넷과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광대역 보급률은 주민(habitants) 100명당 2016년 99.8%에서 2020년 127.4
%로 나타났다(Focus Malaysia 2020. 9. 16, “Broadband subscription in Malaysia rise over
last 5 yea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5)).
35) NFCP 홈페이지, “NFCP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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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지갑 분야는 2019년 현재 각각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지갑과 자산관리는 2017년 각각 12%와 4%에서 2019년
19%와 1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수준에 대해 국가와
도시를 평가한 Findexable의 “The Global Fintech Index 2020(2019)”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2019년 글로벌 핀테크 순위는 36위 수준으로 전년대비
11단계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36)
말레이시아 은행통계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거래규모는 2019년 182억RM
(약 42.6억 달러)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8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
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quity 크라우드 펀딩은
6,500만 RM, PtoP 대출은 5억 2,100만 RM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1.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유형별 기업 분포
(2017)

(2019)

Blockchain/CRYPTO,
4%

AI/DATA , 3%

MarketPlace, 3%

AI/DATA, 4%

MarketPlace, 3%

Wealthtech/
Proptech, 4%

ISLAMIC FINTECH,
3%

ISLAMIC FINTECH,
3%

KYC/REGTECH,
6%

Payment, 18%

Payment, 19%
Crowdfunding,
6%

Insurtech,
5%
KYC/REGTECH, 6%

Remittance/FX, 14%

Crowdfunding,
8%
Wallets, 12%
Comparison
site, 10%
Lending, 10%

Blockchain/
CRYPTO, 7%

Wallets, 19%

Lending,
7%
Insurtech,
8%

Wealthtech/
Proptech, 10%
Remittance
/FX, 8%

주: 핀테크 기업의 수는 2017년 88개, 2019년 198개임.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
sg/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36) Findexable(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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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
말레이시아 지급결제 부문은 크게 카드, 전자결제, 전자지갑과 송금으로 구
성된다. [그림 4-12]는 말레이시아 카드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는 보여준다. 카드종류별 지급결제 비중은 신용카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직불카드와 e-money의 결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은 은행간 전산망의 형성이 중요하기 때
문에 직불카드 규모의 증가는 말레이시아 금융산업 내의 네트워크 형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 기업은 전자결제(payment)에 40개, 전자지갑(wallets)에 38개, 송
금(remittance/FX) 부문에 17개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말레이
시아에서 전자(모바일)지갑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동 부문에 많은 핀테크 기
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자(모바일)지갑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
공되며, 사용자는 휴대폰을 통해 공인 판매자에게 온라인 및 직접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지갑 시장은 GrabPay, Touch N’Go, Boost
및 Fave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네트워크 기반 전자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유형의 전자지갑은 Visa 또는 Master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카드 기반 선불형 전자지갑이다. 여기에는 AEON 지갑,
BigPay, MPay 및 GoPayz와 같은 회사가 포함된다.
전자결제와 송금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HL, Moneymatch,
Molpay, Ozopay 등이 있다. GHL은 1994년 설립된 기업으로 동남아 위주의
국가 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인터넷, 모바일 결제 서비
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MoneyMatch는 2015년 설립된 국제 결제 및 송금
플랫폼으로 PtoP 환전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
크를 통해 송금하기 때문에 SWIFT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빠르게 거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Molpay는 신용카드, 현금 e-지갑 시스템 등 종합결제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Ozopay는 E-commerce 결제시스템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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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POS와 동등하게 소매점에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송금 분야에 집중하고 있
는 Transfer Friend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지점을 둔 ASEAN 송금서비
스 제공 기업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송금수수료를 최대 85%까지 절감하
고 있다.

그림 4-12. 말레이시아 카드거래 건수와 규모
(a) 카드거래 건수 및 규모

1,000

거래건수(백만 건, 좌축)
거래금액(십억 링기트, 우축)

900

220

209

200

800

887 180

700

160

600

140

500

120

400

89

100
318

300

8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 말레이시아 카드종류별 구성
100%
90%

2.3
4.7
4.7

2.8
6.3
5.4

3.4
8.6
6.5

80%

3.9
11.5
7.2

5.3
14.8
8.6

6.0

7.7

9.1

11.0

19.8

22.6

29.8

8.9

40.3

9.7

70%

11.0

12.5

60%

18.2
52.4
13.1

50%
40%

79.8

88.8

94.1

99.7

105.5

112.7

118.5

30%

125.6

135.2

143.8

2017

2018

2019

20%
10%
0%
2010

2011

2012

Credit Card

2013

2014

Change Card

2015

2016

Debit Card

E-money

자료: Bank Negara Malays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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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말레이시아 지급결제 분야 기업(95개)
Payment(40개)

Wallets(38개)

Remittance/FX(17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
sg/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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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말레이시아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2000년 6월 말레이시아의 대형은행 중
의 하나인 Maybank가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경쟁은행인 Hong
Leong Bank, Southern Bank, Multi-Purpose Bank 등 여러 은행들이 뒤
를 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수년 후 모든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림 4-15]와 같이 인터넷뱅킹 사용자 수는 2005년
약 260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9년에는 약 3,1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바일뱅킹 사용
자수는 2005년 약 12만 7,000명에서 2019년 약 1,700만여 명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계좌개설, 계좌조회, 계좌이체,
상품홍보, 공과금납부, 대출신청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019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인터
넷은행에 대한 설립인가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대형은행의
경쟁력이 이미 동남아 최고 수준에 있고 상당수준의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굳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은행서비스 사각지대가 많고, 최근 모바일뱅킹
의 이용자 수가 인터넷뱅킹 사용자 수의 절반에 그치고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
는 특징을 보여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 주요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 127

그림 4-14. 말레이시아 모바일뱅킹 및 e-money를 이용한 지급결제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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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인당 거래 금액 및 건수를 나타냄.
자료: Bank Negara Malays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

그림 4-15. 말레이시아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 사용자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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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nk Negara Malays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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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은행
비은행 부문의 주요 서비스로는 PtoP 대출이 있다. PtoP 대출은 말레이시
아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2016년 도입된 PtoP 대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 최초로 PtoP 금융시장을 제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신용 접
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거래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이 수반되지만 잠
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전통적인 은행보다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 6월 현재 PtoP 대출에 1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PtoP
대출시장의 규모는 [그림 4-16]과 같이 2017년 34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
비 4.6배 증가했고, 대체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PtoP 기업은 Finpal, Fundaztic, Quickashsms, CapitalBay
등이 있다. Finpal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함으로
써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고, Fundaztic은 기존 금융기관 진입이 어려
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XA 말
레이시아, EasyPay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PtoP Financing 플랫
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uickashsms도 유사하게 PtoP Financing 플랫
폼을 운영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
공한다. CapitalBay는 2016년에 설립된 ‘supply chain finance company’
로, 광학 문자 인식 및 기계 학습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비용 효
율적으로 단기 금융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P2P 플랫폼은 Direct Lending 및 microLEAP와 같은
이슬람 금융 할랄 상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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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말레이시아 PtoP 거래
PtoP 비즈니스 시장 규모
(만 달러)

343

대체 금융시장 규모
(만 달러)

1,518

829

75

2016

2017

2016

2017

자료: University of Cambridge(2018), pp. 98-99.

그림 4-17. 말레이시아 PtoP 대출 부문(Lending, 15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
sg/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4) 금융투자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주식거래는 1999년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13개의 증권사가 온라인 거래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금융투자 부문은 크게 Wealthtech(15개), Proptech(6
개), Blockchain/CRYPTO(15개), 지분 Crowdfund(12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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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Tech는 기본적으로 투자관리에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기술
및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LGEBRA, GAX MD 등은 온라인 금융
자문 및 투자 서비스, Raiz Invest는 적은 돈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조언 서비
스, Rukuten은 시장정보 및 거래에 대한 접근 서비스, HelloGold,
Fundsupermart 및 Stockbit 등은 어드바이저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 분석
서비스, Stashaway, Wahed 등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
비스, Buku 555, Money Lion 등은 B2B로 디지털 자산관리 및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PropTech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에 액세스하고 거래할 수 있
도록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AI, 증강 현실, 사물 인
터넷 및 블록 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매,
판매, 자금 조달, 투자, 임대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P2P
부동산 파이낸싱 및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부분 소유권, 디지털화 또는 속성의
토큰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Blockchain/CRYPTO 분야는 크게 비즈니스 및 운영 기능에서 특정 블록
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 제공 기업과 암호화 자산 교환
또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Bloacklime,
BESC, BTM Blockchain Malayasia, Chaintope Malaysia, LuxTag, NEM,
Neuroware, ReGov 등이 해당되고, 후자는 CoinGecko, HelloGold, LUNO,
SINEGY, Tokenize 등이 포함된다.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019년 PitchIN이 56%로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Ataplus와 Crowdplus.asia가 각각 1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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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말레이시아 금융투자 분야 기업(48개)
Wealthtech(15개)

Proptech(6개)

크라우드펀딩(12개)

Blockchain/CRYPTO(15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sg
/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이외 부문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HelloGold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금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가치 변동성이 커 자산관
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iMoney는 2012년 설립된 금융상
품 비교 플랫폼으로 통신상품 비교, 맞춤형 카드 추천 등과 대출 상품 비교, 개
인대출⋅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생명⋅자동차⋅여행자 보
험상품에 대한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MHub는 부동산 개발자, 중개사, 은
행, 구매자간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중개 플랫폼으로 부동산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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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확인, 구매자 대출자격 및 대출 현황, 복잡한 계약체결 방식 등 부동산 거
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보험
말레이시아의 보험 보급률은 2015년 이래로 54~56%대의 낮은 수준을 지
속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InsurTech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19년 현재 16개 핀테크 기업이 동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InsurTech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가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를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인 PolicyStreet는
여행, 치과 및 개인사고뿐만 아니라 악기, 사진기, 애완동물 등 틈새시장에 대
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Katsana는 2013년 설립된 운전자 운
전 패턴 기반 행동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추적⋅도난방지 등 차량관리 솔루션과
함께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Neosurance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9. 말레이시아 보험 분야 기업(16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
sg/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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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슬람 금융 부문
이슬람 금융의 허브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부문으로 6개의
FinTech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핀테크 기업 역시 전자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샤리아 자문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슬람 핀테크는 비즈니스 철학이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
즈니스 지향적 핀테크 기업들과는 다소 상이하게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
다. 예를 들어 Finterra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이슬람
사회금융 개발 등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Wakaful은 이슬람 금융수단,
특히 AQF(이슬람 신뢰)를 사용하여 은행이 없는 지역에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보다 비즈니스적으로 활동하는 크라우드 펀딩 및 대출도 있
다. 예를 들어, Ethis Kapital은 윤리적 크라우드 펀딩 및 기부에 중점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두바이의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As-Sidq™는 은행, 신용
협동조합, 말레이시아 팩토링 협회 등 말레이시아의 20개 금융기관에서 채택
한 이슬람 대출(Tawarruq)을 거래한다. 동 부문의 결제회사로는 Payhalal이
유일하다.

그림 4-20. 말레이시아 이슬람 분야 기업(6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7. 10. 16), “Fintech Malaysia Report 2019,” https://fintechnews.
sg/12808/malaysia/fintech-malaysia-report/; Fintech Malaysia fintechnews.my(2019. 12. 3), “Fintech
Malaysia Report 2019-How is Malaysia’s Fintech Scene Doing?” https://fintechnews.my/22107/various
/fintech-malaysia-report-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134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7) 주요 핀테크 기업
Soft Space는 2012년에 창립한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기업이다. mPos
(mobile point of sale) 솔루션을 포함하여 모바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Softspace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면 상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단말기
로 대금을 무선으로 수취할 수 있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
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Soft Space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인정하는
EMV 안정성을 보장받았고. 지불카드 산업보안 표준협의회의 보안 표준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도 승인받았다.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2020년 현재 아세안을 포함한 10여개 국가의 20여
개 금융기관이 Softspace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바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Softspace는 전자지갑 및 QR 결제 등을 제공하고 최근
에는 PtoP 대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9부터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아세안 저소득국가들의 전자결제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Softspace는 일본의 벤처투자사인 Transcosmos와 일
본 주요 신용카드사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로부터 투자를 유
치하였다.
Jirnexu는 2012년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금융포털서비스이다. 2013년 금
융상품 비교 및 가입 서비스인 RinggitPlus.com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여, 신용카드 신청, 부동산대출, 자동차대출, 보험상품 가입 등으로 그 서비스
를 확대하였다. 2014년 유사기업인 SaveMoney.my과 합병하여 규모를 확대
하였고, 2016년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가입하게 하는
XpressApply를 시도하여 각광을 받았다. 또한 기존의 신용카드와 파이낸스
회사에 비하여 은행으로의 사업 영역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후 모바일 서비
스도 제공하여 고객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
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Jirnexu는 인도네시아에서 Kreditgog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reditgogo는 말레이시아에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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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서 제공하고 있다. SBI Group, Celebes Capital, NTT DoCoMo
Ventures, Nullabor, Tuas Capital Partners, Anfield Equities, Digital
Media Partners, Gobi Partners, OSK Ventures International Berhad와
같은 많은 벤처캐피털이 Jirnexu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다.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의 정책과 규제
말레이시아의 핀테크는 아직까지 발전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나, 정부가 핀
테크 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
시아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등은 크게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및 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들은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업과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도입하
고 있다.
일찍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에서 전자결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매년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s Report를 발표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변화와 사용
빈도 등에 대한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2016년 FTEG(Financial Technology Enabler Group)를 설
립한 후 2017년 4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핀테크
기업이 규제들에 대한 확인과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핀테크 관련 아
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
셜미디어 채널을 기반으로 대학교 로드쇼, 비공식 패널 토론 및 분기별 규제 캠
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회사들이 말레이시아 규제 환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83개 기업이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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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했다.37)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트렌드 및 규제 개발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혁신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6월 호
주 증권 투자위원회(ASIC),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SFC),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DFSA) 및 싱가포르 통화 당국(MAS) 등과 ‘핀테크 브리지’를 체결했다.
또한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핀테크 산업의 확장을 목표로 SCxSC 핀테
크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다. SCxSC는 지역 정책 입안자, 혁신가,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를 모아 다양한 형태로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을 지원한
다. 현재 21개의 크라우드 펀딩 및 P2P 플랫폼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핀테크 및 스타트업을 육
성하는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aGIC(Malaysian Global
Innovation &Creativity Centre), MDH(Malaysia Digital Hub) 등 관련
기관들을 설립하여 핀테크 기업 육성과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MDEC는 FinTech 산업의 규제자 역할을 수행하는 BNM 및 SC와는
달리 국내외 핀테크 기업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산업, 규제기관 및 최종 사
용자간의 정책 조정 및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aGIC는
2014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설립한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인큐베이
팅, 지적재산권 등록, 트레이닝, 코칭 등 지원을 담당하고, MDH는 기술투자
유치, 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
되었다. 이외에도 전세계 핀테크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
도록 돕는 ‘Malaysia Tech Entrepreneur Program’을 운영하는 등 말레이
시아가 핀테크 혁신과 투자를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환경 속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BNM은
37) MoneyMatch는 2019년에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졸업한 핀테크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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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bility Review First Half 2019”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
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Financial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1.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 관련 정책
구분
Malaysian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
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e

주요 업무
∙ 정부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설립
∙ 전담 팀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과 핀테크 지원
∙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핀테크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액셀러레
이터 기관(2014년 설립)

(MaGIC)

∙ 인큐베이팅, 지적재산권 등록, 트레이닝, 코칭 등 지원

Financial Technology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산하 기관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과 접

Enabler Group

근성 향상을 위해 샌드박스를 운영해 핀테크 혁신을 지원(2016

(FTEG)

년 6월 설립)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Fintech Association
of Malaysia

∙ 핀테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2016년 10월)
∙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환경을 개선
∙ 말레이시아가 핀테크 혁신과 투자를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플랫폼(2016년 10월 창설)
∙ 말레이시아 핀테크 이해 관계자간의 협업 협력을 촉진

Malaysia Tech Entrepreneur ∙ 전 세계의 신규 및 기존 기업가가 말레이시아에서 스타트업을
Program

시작하도록 돕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니셔티브
∙ 홍콩 기반의 아시아의 선도적인 Fintech 액셀러레이터로 MDECR

Supercharge

과 협업해 말레이시아로 영역을 확장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10개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선정

자료: IMF(2020), pp. 12-14.

라.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의 평가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중심의 핀테크에서 벗어

138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나 모바일 및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인터넷뱅킹과 중반에 도입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일반화되었고, 온라
인 증권거래도 성숙되어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핀테크 발전단계상(표 2-3
참고) 3단계에서 벗어나 평균적으로 4~5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발표될 향후 10년간 금융산업 발전계획에는 대체로 핀테크 기술에 기
반한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말레이
시아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
비스가 최근 등장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
야는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지갑 분야이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전자지갑과 자산관리 분야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서비스들이 안착하였다기보다는 많은 실험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보험산업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어, 인슈어테크와 같은 보험 분야의 핀테크 도입 및 서비스 제공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금융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의
성과를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레이시아 금
융당국의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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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말레이시아 주요 분야 및 서비스
분야

현황 혹은 발전 정도
∙ 현재 핀테크 발전단계상 4~5단계의 진입을 추진 중
∙ 전반적인 금융발전 수준과 ICT 기술 수준에 기초할 때 핀테크 발전 가

총괄

◕

능성은 높음
∙ 다만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에 대한 것은 불확실
∙ 핀테크 기업의 약 50%가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지급결제

◕

∙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고, 동시에 모바일을 이용한 전
자결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상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은행

◕

제공
∙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아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 최초로 PtoP 금융시장을 제도화하였음

비은행

◑

∙ 대체 금융시장에서 PtoP 대출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빠르
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증권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금융투자

◕

∙ 다수의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보험보급률이 낮아 보험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보험

◔

∙ 다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중산층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수요는 증가
추세

주: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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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정보기술이 금융산업에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나 이것이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태국
내 많은 대형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2000년대 초반에 도입하였지
만 사용자 수가 500만에 도달한 것은 도입부터 10년이 지난 2010년에 이
르러서이다. 그러나 모바일뱅킹 사용자 수가 2015년 인터넷뱅킹 사용자
수를 초월하고 최근에는 거래금액도 비슷한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가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은 아주 최근에야 활성화되고 있
으며, 이웃인 말레이시아에 비하여 아직까지 적용분야나 발전 속도 등에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 수나 기술 다양성
등도 주변국에 비하여 떨어진다.
이는 태국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은행 중심의 오래된 금융관습 등에 기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이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고
그 피해도 막대하였기 때문에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규제 완
화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핀테크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태
국중앙은행은 PtoP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9년에서야 확정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
기업 중심의 보수적인 태국의 사회분위기상 대형은행들이 주로 금융사업
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경제의 활성화, 아세안 주변국들의 변화와 편리
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장에서의 수요 등에 힘입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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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가. 태국의 핀테크 인프라
1) 금융시장 경쟁력
태국은 2018년 기준 금융산업이 GDP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경제규모에 비해 체계적인 은행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2016년 태국 정부는 「2016~2020년 금융 분야 개발 마스터 플랜」 시행을
통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태국의 금융시장 경쟁력을 살펴보
면 [그림 4-21]과 같다.
먼저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태국 금융시장의 경쟁
력을 살펴보면, 태국 금융시장은 2010년 51위를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전
반적으로 금융시장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순위변
동에 비해 경쟁력 점수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2010년 73점에서 2019년 85점
으로 점수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 지속적인 금융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고려
할 때, 지속적인 금융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여타 국가들에 비해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IMF에서 제공하는 FAS(Financial Access Survey)의 금융발전지수
역시 태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2010년 0.63에서 2017년 0.70으로 개선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국가 내 순위도 2010년 26위에서 2017
년 16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발전의 특성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지수의 경우 심도(Depth) 및 접근성(Access) 측면에서 2010년에
비해 2017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모든 세부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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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지수는
심도와 접근성이 2010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효율성
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태국의 금융산업은 금융기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효율성 저하가 전반적인 금융시장 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지점
수와 ATM의 수는 2010년 각각 성인 10만 명당 11.0개와 81.9대에서 2018
년 각각 11.7개와 115.1대로 각각 6.2%와 41%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예금계좌 수 역시 동기간 성인 1,000명당 1,426.7개에서 1,677.6개로 약
18%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1. 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주: 2010~17은 1~7, 2018~19는 0~100이 기준인데, 모두 0~100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검색일: 2020. 6.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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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태국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기관지수

금융시장지수

심도

접근성

효율성

심도

접근성

효율성

0.64

0.59

0.45

0.5

0.76

0.66

0.61

0.4

0.96

(27)

(42)

(34)

(49)

(28)

(19)

(27)

(50)

(14)

0.64

0.62

0.48

0.52

0.78

0.64

0.56

0.4

0.96

(26)

(39)

(34)

(47)

(19)

(19)

(28)

(48)

(17)

0.65

0.66

0.52

0.56

0.78

0.61

0.68

0.41

0.73
(19)

(23)

(35)

(33)

(45)

(20)

(20)

(17)

(49)

0.7

0.69

0.55

0.6

0.8

0.68

0.65

0.39

1

(19)

(30)

(31)

(40)

(17)

(17)

(24)

(49)

(8)

0.71

0.72

0.59

0.64

0.78

0.67

0.74

0.39

0.86

(18)

(24)

(29)

(37)

(25)

(18)

(17)

(48)

(15)

0.72

0.74

0.64

0.64

0.78

0.68

0.7

0.4

0.93

(16)

(21)

(23)

(37)

(21)

(18)

(20)

(48)

(15)

0.75

0.75

0.67

0.64

0.77

0.73

0.76

0.45

0.97

(13)

(18)

(21)

(36)

(28)

(13)

(17)

(41)

(11)

0.71

0.74

0.67

0.63

0.77

0.66

0.76

0.46

0.74

(19)

(21)

(23)

(35)

(26)

(18)

(18)

(49)

(15)

0.74

0.74

0.67

0.63

0.78

0.71

0.72

0.46

0.92

(15)

(20)

(21)

(34)

(28)

(17)

(18)

(49)

(14)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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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태국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연도

성인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

성인 10만 명당
ATM 수

성인 1,000명당
예금계좌 수

성인 1,000명당
신용카드 수

2010

11.00

81.89

1,426.47

261.26

2011

11.34

87.31

1,386.14

280.23

2012

11.68

94.79

1,450.44

306.09

2013

12.09

102.35

1,480.14

333.95

2014

12.52

114.21

1,503.48

362.80

2015

12.53

117.37

1,525.15

336.64

2016

12.35

117.62

1,546.76

356.16

2017

11.86

117.79

1,606.96

359.65

2018

11.70

117.50

1,679.44

388.66

2019

11.24

115.09

1,698.99

414.40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ICT 인프라 현황
태국의 ICT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ICT
인프라 지표에 기초해 살펴보면, 광대역 인터넷(Fixed-broadband)은
2010년 인구 100명당 4.8건에서 2018년 13.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이
동전화(Mobile-cellular telephone)도 2010년 인구 100명당 106.7건에
서 2018년 180.2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개인 인터넷 이용률(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은 2010년 인구 대비 22.4%에서 2018년
56.8%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동전화 보급률이 180.2%로 세계 5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대역 인터넷 및 개인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세계 66
위와 9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태국의 ICT
보급(ICT adoption)은 2018년 WEF 기준 60.1점으로 세계 141개국 중 62위
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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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태국의 주요 ICT 지표
광대역 인터넷

이동전화

개인 인터넷 이용률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대비 %)

2010

4.8

106.7

22.4

2011

5.8

114.7

23.7

연도

2012

6.7

125.3

26.5

2013

7.6

137.7

28.9

2014

8.0

141.9

34.9

2015

9.1

149.8

39.3

2016

10.5

173.5

47.5

2017

11.9

175.6

52.9

13.2

180.2

56.8

(66)

(5)

(90)

2018

주: ( ) 안은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제시된 순위임.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태국의 핀테크 산업
태국의 핀테크 산업은 2019년 기준 66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태국 핀테크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지급결제, 자산관리, 대출, 인슈어테
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및 대출 분야에 전체 26%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 분야에 16개, 인슈어테
크와 지급결제에 각각 8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지급결제 부문이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태국은 자금조달 및 대출 분야에 가장 많
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태국은 미국, 유럽 등 선진
국의 핀테크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집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은 자국에 최적화된 핀테크 적용방안
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수준에 대한 글로벌 핀테크 순위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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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9.4점으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도시 중 방콕이 16위
를 차지하고 있다.38)

그림 4-22. 2019년 태국 핀테크 기업 현황

디지털 은행, 간편결제 및
3, 5%
송금,
8, 12%
테크핀,
14, 21%
인슈테크,
8, 12%

자금조달 및
대출, 17, 26%

자산관리,
16, 24%

자료: 금융위원회(2019), p. 99에서 재인용.

1) 지급결제
2017년 기준 태국의 전자결제 거래규모는 218억 5,7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6.2%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58억 7,600만 달러로 2013년부터
연평균 52.8%씩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모바일지갑 앱은 Deep Pocket으로
이는 태국의 주요 IT 업체인 T2P에서 개발한 모바일지갑 및 결제 게이트웨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구매, 결제, 계좌이체 서비스 등이 제공된
다. 또한 Omise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폭넓은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적인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다. Omise의 목표는 모바일과 온라인 모두에서
잘 작동하는 최고의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 1,750만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38) Findexable(201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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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태국 전자결제 및 모바일 상거래 거래규모
전자결제 상거래 규모
25,000

(백만 달러)

20,000

17,166

17,679

2013

2014

18,742

20,426

21,857

15,000
10,000
5,000
0
2015

2016

2017

모바일 상거래 규모
7,000
5,876

6,000

(백만 달러)

5,000
4,142

4,000
2,667

3,000
2,000
1,000

1,078

1,509

0
2013

2014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p. 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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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그림 4-24. 태국 전자공과금 납부 건수 및 규모
(a) 총액
550

건수(백만 건, 좌축)

8

금액(조 원, 우축)

500
450

7

400
350
6

300
250
200

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 태국 전자공과금 납부건수의 형태별 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0.8%

72.6%

74.6%

76.9%

76.1%

76.2%

78.4%

78.8%

81.5%

85.8%

29.2%

27.4%

25.4%

23.1%

23.9%

23.8%

21.6%

21.2%

18.5%

14.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Bank

Total non-bank

(c) 태국 전자공과금 납부금액의 형태별 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0%

8.5%

9.6%

12.1%

11.2%

10.8%

11.7%

11.9%

13.2%

15.0%

92.0%

91.5%

90.4%

87.9%

88.8%

89.2%

88.3%

88.1%

86.8%

85.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Bank

Total non-bank

자료: Bank of Thailand,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태국의 전자결제 방식을 활용한 공과금 납부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은행을 통하지 않은 비은행 공과금 전자납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태국의 전자결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은행 공과금 납부건수
의 비중은 2010년 70.8%에서 2019년 85.8%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결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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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비중 역시 2010년 8.0%에서 15.0%까지 증가하였다.

2) 은행
태국의 인터넷뱅킹은 1999년에 도입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2010년 약 480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940
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뱅킹은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2010년
가입자 수가 51.9만 명에서 2019년 약 6,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태국의 모
바일기기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뱅킹의 사용자 수가 인터넷뱅킹의 사용자 수를
2015년 넘어서게 되었다.
거래규모는 인터넷뱅킹이 2010년 7.9조 바트에서 2019년 26.3조 바트로
증가한 반면, 모바일뱅킹은 같은 기간 0.1조 바트에서 2019년 24.4조 바트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거래금액 대비 모바일뱅킹 거
래금액의 비율은 2010년 1.4%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92.9%까지 상승하
였다.
태국의 디지털 은행 부문 주요 기업은 Me by TMB와 TMRW를 들 수 있다.
Me by TMB는 태국의 첫 번째 디지털 은행으로 2012년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약 3.3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TMRW는 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에서 설립하였으며, 쉽고 빠른 금융서비스 및 투명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고객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50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그림 4-25. 태국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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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nk of Thailand,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비은행
PtoP 대출 등 태국의 2016년 대체 금융시장 규모는 [그림 4-26]과 같이
372만 달러로 전년도 104만 달러에 비해 3.6배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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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태국 대체 금융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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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p. 38에서 재인용.

한편 태국의 PtoP 대출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졌으
나,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toP 대출로 진화되었다. 태국의
KR 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대출 총액은 2018년 1조~1.5조
바트, 중소기업 대출의 약 0.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PtoP 대출의
증가는 전통적인 사금융 시장의 높은 예대금리 차이(예금 금리 24.5%, 대출 금
리 15~36%)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PtoP 대출 산업 발전에는 태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PtoP 대출을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2018년 8월
및 2019년 1월 PtoP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 및 허가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PtoP 대출 인허가, 플랫폼 운영 기준 설정 및 대출자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PtoP 대출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한사항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oP 대출은 기존의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자율 역시 1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에 PtoP 대출 기업은 라이
선스 취득 전에 규제 샌드박스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 대출자에게만 PtoP 대출
을 허용하고 있다. PtoP 대출의 주요 기업으로는 PeerPower, WellTrado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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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
태국에서 금융투자 분야의 핀테크는 주로 증권분석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집중되었고, AI 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나 개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는 매우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 태국의 첫 번째는 로보어드
바이저 서비스는 2017년 Robowealth사(Robowealth Mutual Fund
Brokerage Securities Co., Ltd)에 의해서 시장에 도입되었다. 이후 태국의
SCB 증권사는 2019년 10월 AI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처음으로 도입하
였다.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지불을 위한 중간 거래
가 아닌 투자와 투기로 거래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이 발간한 2016년 금융안
정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약 3억 바트에 해당하는 약 70개의 암호화폐 결제 매
장이 존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도 2013년 수백 명에서 2017년 수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디지털 자산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제공, 거래 및 교환을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사업 비상령을 제정함에 따
라 3개 기업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승인을 부여했다. 이때 암호화폐 발행자
는 유한회사여야 하며, 제공은 SEC가 허가한 ICO 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교환 사업의 사업자는
SEC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기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태국의 투자서비스 기업 중 Finomena는 투자분석과 시장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개인과 소
매 투자자들에게 각기 다른 유형의 투자 및 시장을 설명하는 블로그, 영상 튜토
리얼, 그래프를 제공한다. 현재 Finomena의 투자자문서비스에는 1,000명 이
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투자자금 합계는 13억 바트에 달한다.
또한 2014년에 설립된 Jitta는 재무자문가와 개인투자자를 위해 금융분석을
제공하는 가치투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간단한 투자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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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능률화하고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조언을 제
공하고 있다.

5) 보험
태국의 보험회사들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같이 보
험정책을 제공 및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채널인 인슈어테크를 이용한다.
태국 인슈어테크 중 2013년 설립된 Claim Di는 자동차 운전 보험 또는 운
전자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즉시 신고 및 보험
회사 직원 호출, 청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앱이다. 국내외 34개 보험사와 제휴
를 체결하여, 전통적인 보험사 앱과 달리 사고 당사자간의 가입 보험사가 다르
더라도 앱만 설치되어 있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앱을 통해 무사
고 클레임, 긴급호출, 차량 검진, 차량 프로필 등록 및 프로모션을 획득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Sunday 보험은 태국에 본사를 가진 대표적인 보
험회사이다. Sunday 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화된 정책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 태국 핀테크 산업의 정책과 규제
태국은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및 핀테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구 조직 및 제도 정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
고 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태국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스타트업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
로 태국 정부는 2016년 2월 국가스타트업위원회(NSC)를 조직해 태국 스타트
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재무부는 국가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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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캐피털, 인큐베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5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여 이들을 지원투자하고 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은 핀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립과학기술개발원(NSTDA)의 인증을 받은 태국 내 10개 사업에 투
자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으로는
대상기업(스타트업)으로부터 벤처캐피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벤처캐피털의 양도차익 허용 등이다. 또한 벤처캐
피털의 주주들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벤처캐피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익, 대상 기업의 해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와 더불어 태국의 투자청은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외국자
본 및 외국기업이 태국기업과 협업할 경우 기업 소득세 면세의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또 다른 최근의 세금 혜택은 국가 전자납부 마스터플랜에 따라 카드
수납장비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개인 및 법인소득세 면제, 법인세 목적의
장비 비용 100% 공제, 거래 수수료 공제 등이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우
는 이러한 수납 장비를 통해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중앙은행은 태국의 핀테크 확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구축과 더불어 2018
년 방콕 핀테크 박람회 개최, 국가 전자결제 마스터플랜 선진화 등을 추진하였
다. 특히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으로써 핀테크 사업자가 정상적인 요
건이 아닌 제한된 기간 동안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험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태국 중앙은행은 대출, 지불 및 자금 이체, 그리고 이
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증권 및 파생상품 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
으며, 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리즘 기반 투자자문
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들이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 밖에도 보험과 관련하여 태국 보험위원회(OIC)는 보험사 및 핀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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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보험을 사전에 실험할 수 있는 OIC 샌드박스을 도입하는 등 핀테크 발
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 및 도입하고 있다.
태국 핀테크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
존의 법안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문
사와 개발자문사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자문이 일반 개인화되지 않는 자문일 경
우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도록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핀테크 사용에
따른 운영비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향후 핀테크를 사용할 계획인 증권 및 파생
상품 사업의 유형별 필요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현행되고 있는 최소 3명의 주주가 아닌 1명의 주주로도
민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러한 법안을 통
해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협력사 없이 법인으로 등록 및 인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모든 부
문에 대해 완벽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PtoP 대
출과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은 최근 들어 규제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
는 적격 민간 또는 공공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자금조달 포털
의 전자 플랫폼을 통해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한편 PtoP 대출은 2019년 2/4분기부터 혁신기업에 애플리케이
션 내 시스템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는 1년 규제 샌드박스나 실험적 환경을 적용
시키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 법안에 따르면 P2P 플랫폼 사업자는 차
입자와 대출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만을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어 해당 분야 활
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기존 법안 완화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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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태국에서 정보기술의 금융산업에의 응용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되었으나 상
당한 시간이 걸려서 활성화되었다. 비록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2000년대 초반에 도입하였지만 500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
보다 10년이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이다. 다만 모바일뱅킹 사용자 수가
2015년 인터넷뱅킹 사용자 수를 초월하고 최근에는 거래금액도 비슷한 수준
에 육박함에 따라 아주 최근 들어 대중적으로 핀테크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태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은 아주 최근에야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웃인 말레이시아에 비하여 아직까지 적용분야나 발전 속도 등에서
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 수나 기술 다양성이 주
변국에 비하여 떨어진다.
이는 태국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은행 중심의 오래된 금융관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태국 중앙은행은 PtoP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9
년에서야 확정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보수적인 태국의 사회분위기상 대형은행
들이 주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활동이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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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태국 주요 핀테크 분야 및 서비스
분야

현황 혹은 발전 정도
∙ 태국은 비교적 일찍 금융산업에 정보기술이 응용되었으나, 이러한 정보
기술 응용의 활성화는 뒤늦게 이루어짐

총괄

◑

∙ 모바일을 활용한 지급결제 및 뱅킹 부문을 중심으로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으나, 핀테크 관련 분야별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져 핀테크 산업 발전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모바일 상거래를 중심으로 태국의 전자결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음

지급결제

◑

∙ 특히 전자결제 방식을 활용한 비은행 공과금 전자납부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 여전히 은행을 통한 전자납부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나 비은행 전자납부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은행

◑

비은행

◑

∙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 모바일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뱅킹 거래가 크게 증가
∙ PtoP 대출 가이드라인이 2018년과 2019년에 발표되는 등 관련 규정
이 뒤늦게 확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참여도 최근에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태국의 금융투자 분야 핀테크는 주로 증권분석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금융투자

◔

∙ AI 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매우 최근에 도입되고 있으
며, 증권거래 관련 규정도 2018년에 도입되는 등 규정 확립이 다소 늦
게 이루어짐

보험

◔

∙ 태국의 보험회사들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활
용하여 보험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주: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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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들어 신남방 국가 중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이지
만, 아직까지 핀테크 산업은 주변국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수준에 비하
여 발전 및 도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금융서비스 사용률이 낮고, 금융산업의 비중도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유연한 정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핀테크 서비스는 카드나 온라인 결제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활
성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서비스 수
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자산관리나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신기술 활용서비스의 활용 정도는 매우 낮다.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PtoP 대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의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핀테크의 도입 서비스나 발전 수준이 다른 신남방국
가 보다 낮은 이유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아주 최근 들어 핀테크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남방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크게 미진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규제당국의
의식 수준이 다른 동남아 지역의 선도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다만 최근 정보기술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
수요도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핀테크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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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가. 베트남의 핀테크 인프라
1) 금융시장 경쟁력
베트남의 금융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GDP(2,400억 달러)의 5.3%를 차
지하고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다. 그러나 1986년 도이
모이 정책 도입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
융산업 지원 확대와 소득 증가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금융시장 개방화 등의 대
내ㆍ외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4-27. 베트남 금융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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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0~17은 1~7, 2018~19는 0~100이 기준인데, 모두 0~100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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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금융산업의 경
쟁력을 살펴보면, [그림 4-27]과 같이 2010년 65위에서 2013년 93위까지 하
락했지만 이후 점차 순위가 상승해 2019년 60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
쟁력 점수는 2010년 70점을 기록한 것에 반해 2019년 64점으로 확연한 발전
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MF에서 제공하는 금융발전지수 역시 베트남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표 4-17]과 같이 2010년 45위 (0.47)에서 2018년 53위 (0.41)로 소폭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17. 베트남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금융기관지수
심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시장지수

접근성

효율성

심도

접근성

효율성

0.47

0.38

0.27

0.11

0.78

0.55

0.25

0.43

1

(45)

(87)

(58)

(126)

(20)

(31)

(58)

(46)

(11)

0.37

0.37

0.24

0.13

0.76

0.35

0.15

0.41

0.53

(54)

(92)

(62)

(123)

(27)

(47)

(69)

(47)

(36)

0.36

0.36

0.23

0.13

0.75

0.36

0.16

0.4

0.53

(58)

(103)

(69)

(126)

(33)

(45)

(68)

(50)

(27)

0.34

0.36

0.23

0.14

0.73

0.3

0.18

0.37

0.37

(65)

(103)

(71)

(126)

(44)

(51)

(68)

(53)

(33)

0.42

0.37

0.24

0.15

0.75

0.45

0.22

0.47

0.68

(50)

(102)

(67)

(124)

(38)

(34)

(57)

(40)

(21)

0.38

0.39

0.28

0.15

0.76

0.37

0.21

0.43

0.48

(56)

(97)

(57)

(126)

(30)

(41)

(61)

(43)

(30)

0.39

0.4

0.31

0.15

0.77

0.35

0.22

0.42

0.44

(55)

(92)

(49)

(127)

(29)

(44)

(62)

(44)

(31)
0.42

0.4

0.41

0.32

0.15

0.77

0.38

0.29

0.43

(54)

(88)

(47)

(128)

(27)

(44)

(52)

(53)

(27)

0.41

0.42

0.32

0.16

0.79

0.38

0.28

0.41

0.48

(53)

(89)

(47)

(127)

(19)

(42)

(53)

(54)

(27)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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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발전의 특성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지수의 경우 심도(Depth)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접근
성(Access) 측면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에 비해 발전이 더딘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지수는 접근성이 2010
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심도와 효율성이 하락되면서 전반적으로 개
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베트남의 금융산업은 금
융기관의 확연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의 악화로 전반적인
금융시장 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베트남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만 명당

성인 1,000명당

성인 1,000명당

은행지점 수

ATM 수

예금계좌 수

신용카드 수

2010

3.21

17.02

250.26

8.66

2011

3.54

19.59

498.75

14.43

2012

3.10

20.67

610.12

23.40

2013

3.64

21.86

669.58

34.81

2014

3.83

22.69

771.23

46.58

2015

3.75

23.74

844.02

33.43

2016

3.83

24.24

953.24

40.50

2017

3.45

24.59

951.07

56.58

2018

3.92

25.32

1,086.88

67.93

2019

3.98

25.90

1,194.86

69.73

연도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8]과 같이 은행지점 수와 ATM의 수는 2010년 각각 성인 10만 명당 3.2개
와 17.0대에서 2018년 각각 3.9개와 25.3대로 각각 22%와 49% 증가하였다.
또한 예금계좌 수 역시 동기간 성인 1,000명당 250.4개에서 1,084.9개로 약
4.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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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인프라
베트남의 ICT 인프라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전화 보급량은
2018년 기준 세계 141개국 중 1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TU의 통계에 따르면 광대역 인터넷(Fixed-broadband)은 2010년 인구 100
명당 4.2건에서 2018년 13.6건으로, 이동전화(Mobile-cellular telephone)
는 2010년 인구 100명당 126.8건에서 2018년 147.2건으로 증가했으며, 개
인 인터넷 이용률(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은 2010
년 인구 대비 30.7%에서 2018년 70.4%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베트남의 ICT 보급(ICT adoption)은 WEF 기준 69.0점으로 세
계 141개국 중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9. 베트남의 주요 ICT 지표
광대역 인터넷

이동전화

개인 인터넷 이용률

(인구 100명당)

(인구 100명당)

(인구 대비 %)

2010

4.2

126.8

30.7

2011

4.3

143.3

35.1

2012

5.3

146.6

36.8

2013

5.7

136.3

38.5

2014

6.5

148.5

41.0

2015

8.3

129.8

45.0

2016

9.7

128.8

53.0

2017

11.9

126.9

58.1

13.6

147.2

70.4

(63)

(14)

(66)

연도

2018

주: ( ) 안은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제시된 순위임.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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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
베트남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17년 44억 달러에 달하며 Solidiance
(2018)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소득 및 소비 증가, 전자상
거래(e-commerce) 부문의 성장 등으로 2020년 약 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9)
이러한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20개 기업이 지급결제,
PtoP 대출, 보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지급결제 부문에 35개, 자금조달 및 대출에 32개, 자산관리에 15개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1) 지급결제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20개 핀테크 관련 기업 중 35개 기업이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비현금결제 도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어 해당 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온라인 상거래 및 모바일 상거래가 베트
남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상거래 산업은 이를 서
비스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의 모바
일 결제 산업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그림 4-28]과 같이 2017년 기준 약 126억 달
러에 달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4.2%씩 성장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상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1억 2,400만 달러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연평균 58.6%씩 성장세를 보여 약 6.2배 성장하였다.

39) solidiance(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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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최근 5년간 연
144% 급증했으며, 모바일 앱과 디지털지갑을 통한 거래도 각각 126%와
16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8년 얼라이드 마켓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는 베트남 모바일결
제 시장이 2025년까지 7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0)

그림 4-28. 베트남 전자결제 및 모바일 상거래 거래 규모
전자결제 상거래 규모

모바일 상거래 규모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p. 13에서 재인용.

40) alliedmarketresearch, “Vietnam Mobile Payment Market Overview,” https://www.allied
marketresearch.com/vietnam-mobile-payment-market(검색일: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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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베트남 지급결제 분야 기업(35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6. 3),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Update Explores Vietnams
Massive Fintech Opportunitues,” https://fintechnews.sg/2838/studies/vietnam-fintech-startupreport-update-explores-vietnams-massive-fintech-opportunities/;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
sg(2015. 12. 10), “1st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https://fintechnews.sg/1112/studies/fintec
h-vietnam-startup-repor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이러한 결제 분야 기업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oMo와 Moca 등
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2) 은행
베트남의 모바일뱅킹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빠른 이동
전화 보급량 증가로 인해 향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BVA
Research(2017)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의 이동전화를 사용한 온라
인 활동 중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모바일뱅킹
활동은 5%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으로 디지털 은행 거래는 고객들의 이동 시간 및 서류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베트남의 디지털 은행은 현재 5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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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중 2015년 VP Bank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설립된 Timo Bank가
대표적이다. Timo Bank는 VP Bank 시스템을 사용하는 Timo 앱을 통해 모
바일 기반의 뱅킹, 대출, 카드, 보험,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피숍 행아웃 지점을 통해 고객의 뱅킹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4-30. 베트남 이동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

자료: BBVA(2017), p. 55.

그림 4-31. 베트남 은행분야 기업(5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6. 3),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Update Explores Vietnams
Massive Fintech Opportunitues,” https://fintechnews.sg/2838/studies/vietnam-fintech-startup-report
-update-explores-vietnams-massive-fintech-opportunities/;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
5. 12. 10), “1st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https://fintechnews.sg/1112/studies/fintech-vietnam
-startup-repor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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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은행
PtoP(Peer-to-Peer) 대출은 베트남에서 23개 스타트업을 보유한 두 번째
로 큰 핀테크 분야이다. PtoP 대출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베트남의
금융발전 상황에서 전통적 은행의 신용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자금 공급 채널
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4-32. 베트남 Lending 분야 기업(29개)
PtoP 대출(23개)

크라우드펀딩(6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6. 3),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Update Explores Vietnams
Massive Fintech Opportunitues,” https://fintechnews.sg/2838/studies/vietnam-fintech-startup-report
-update-explores-vietnams-massive-fintech-opportunities/;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5.
12. 10), “1st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https://fintechnews.sg/1112/studies/fintech-vietnamstartup-repor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168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PtoP 대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3개 기업 중 Tima와
Vaymuon이 대표적이다. 2015년 설립된 Tima는 고객 재무상담 및 대출연
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280만 명의 차용자와 3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약 17억 달러를 대출을 성사
시켰다.
또한 베트남 최대 규모의 PtoP 대출 플랫폼인 VayMuon은 개인 및 중소기
업 대출자를 투자자에게 연결해 주는 AI 및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VayMuon
은 웹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팬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ayMuon의 플랫폼은 200만 명 이상의 고객과
40만 명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VayMuon은 베트남의 규모와 수익 면에서 가장 큰 10년 만기 결
제 게이트웨이인 NganLuong과 긴밀히 제휴하여 상인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쇼핑 대출, 근로자용 고급 급여 대출, 공급망 금융,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베트남의 새로운 신용상품 잠재 시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4) 금융투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베트남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진출이 활발해진 분야이
다. 2014년 비트코인 베트남이 출시된 이후 여러 기업들이 등장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TomoChain과 Kyber Network
(KNC)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TomoChain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 블록체
인으로 초기 코인 오퍼링(ICO)에서 850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시그넘 캐피털
(Signum Capital), 커넥트 캐피털(Connect Capital), 1KX 등과 같은 유명
투자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Kyber Network는 즉각적인 거래와 모
든 디지털 자산간 전환이 가능한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으로 2017년 9월 싱가
포르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시작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5,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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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해 베트남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조달 거래
를 달성한 바 있다.

그림 4-33. 베트남 금융투자 분야 기업(26개)

Wealthtech
(9개)

Crypto & Blockchain
(17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6. 3),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Update Explores Vietnams
Massive Fintech Opportunitues,” https://fintechnews.sg/2838/studies/vietnam-fintech-startup-report
-update-explores-vietnams-massive-fintech-opportunities/;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
5. 12. 10), “1st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https://fintechnews.sg/1112/studies/fintech-vietnam
-startup-repor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한편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금융
상품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이다. 이때 플
랫폼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객의 투자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투자 가능한
자산들을 제안하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동적인 투자
전략 및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선호하는 소비자 행태 변화로 인해 선호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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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자산관리 관련 기업은 베트남에 9개 기업이 존재하며, 이 중
Money Lover가 대표적이다. Money Lover는 Finsify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
인금융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이체, 각종 계좌의 입출금내역 확인, 페이
팔 등록 등의 무료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유료로 제공되
는 자산관리와 관련된 고급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5) 보험
베트남의 인슈어테크는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규제와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
며, 2010년에 보험감독청에서 개정한 보험업법을 준수해야 한다. 2019년 기
준 보험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4개이며, 이 중 OPES는 VPBank 등이 출자한
손해보험 회사로 손해보험사가 보험대리점 등 중개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고객
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OPES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며 발표한 상품은 비행지연보
험이며, 이는 비행시간 지연에 따른 보험금을 지불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
은 OPES에 앞서 진출한 INSO 보험사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모두 디지털 기술 및 보험기술 발달로 베트남 보험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림 4-34. 베트남 보험 분야 기업(4개)

자료: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6. 6. 3),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Update Explores Vietnams
Massive Fintech Opportunitues,” https://fintechnews.sg/2838/studies/vietnam-fintech-startup-report
-update-explores-vietnams-massive-fintech-opportunities/; Fintech Singapore Fintechnews.sg(2015.
12. 10), “1st Fintech Vietnam Startup Report,” https://fintechnews.sg/1112/studies/fintech-vietnamstartup-repor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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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핀테크 기업
MoMo는 온라인결제와 PtoP 결제가 가능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모바일결제
앱 중 하나이며, 베트남 현지 24개 은행과 비자, 마스터카드, JCB 등 국제결제
망이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MoMo는 2018년 기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
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스탠다드차타
드(Standard Chartered)로부터 3,375만 달러,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로부터 1억 달러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Moca는 2016년 베트남 은행(State Bank of Vietnam)으로부
터 결제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11곳의 현지은행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두
고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를 위한 무료 모바일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Payoo는 온라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지갑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계
좌로의 입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인기 메시징 플랫폼과 통
합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갑인 Zalo Pay는 PtoP 결제, 근거리 무선
통신, QR코드 등을 통한 결제, 온라인, 모바일 탑업, 앱 애드온 등의 결제 카드
연동이 가능하며, VNPay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앱에 내장된 QR페이 기능 및
결제 코드 스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게이트웨이로서 현재 30개의 은행
앱과 6개의 전자지갑의 이용이 가능하다.
2015년 설립된 Tima는 고객 재무상담 및 대출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280만 명의 차용자와 3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약 17억 달러를 대출을 성사시켰다.
또한 베트남 최대 규모의 PtoP 대출 플랫폼인 VayMuon은 개인 및 중소기
업 대출자를 투자자에게 연결해주는 AI 및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VayMuon은
웹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팬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ayMuon의 플랫폼은 200만 명 이상의 고객과 40
만 명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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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VayMuon은 베트남의 규모와 수익 면에서 가장 큰 10년 만기 결
제 게이트웨이인 NganLuong과 긴밀히 제휴하여 상인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쇼핑 대출, 근로자용 고급 급여 대출, 공급망 금융,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베트남의 새로운 신용상품 잠재 시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정책과 규제
베트남 정부는 핀테크를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2010년대 초 핀테크 이니셔티브 이후 핀테크 개발에 유
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정책과 계획들은 인프라, 비즈니스 모형,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완
벽한 핀테크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체제의 구축을 목적으
로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발표된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 계획(Decision No.
689/QD-TTg)」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전자상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역
량 강화 등 베트남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2016년 발표된 「베트남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제도(Decision No.
844/QD-TTg)」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활동 개발, 스타트업 네트
워크 구축,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과 더불어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법규의 개정 및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17년 베트남 핀테크 생태계의 법적 체제 발
전을 목적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의 기능부서와 베트남 국가결제공사(NAPAS)의
핵심인력을 활용하여 핀테크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핀테크의 디지털 컨
텍스트와 글로벌 시장의 발전 추세에 맞춰 은행업계의 현행 규제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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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ㆍ보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핀테크 규제는 과학, 정보기술, 지적 재산에 관한 규제
(regulations on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와 금융기술서비스에 관한 규제(regulations on financial technology
services)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정보기술,
지적 재산에 관한 규제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금융시장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 첨단기술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술서비스(financial technology
service)에 관한 규제는 베트남 중앙은행법과 비현금결제 및 즉시지급결제 서
비스(Immediate payment service)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중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인허가권 부여 기
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크게 전자결제 장려 정책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결제 장려 정책으로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2월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41)을 통해 2020년까지 현금거래를 대폭
줄이고 전자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현금 거래는 전체 시장 거래의 10% 미만으로 감소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POS 30만 대 설치, 모든 슈퍼마켓과 쇼핑센터 등에서 신용카드 결
제방식 채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공공서비스 부문의 비현
금결제 촉진을 위한 계획을 통해 주요 도시 지역에 위치한 전력회사의 70%, 수
도회사의 70%, 대학의 100%, 병원의 50% 이상이 비현금결제를 도입하도록 계
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까지 주요 도시는 세금 납부의 80%를 은행을
41) 「Decision no. 2545/QD-TTg」(2016.12.30), “Approving the Scheme on development of
non-cash payment in Vietnam during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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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주 정부에 전자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에 따라 주요 대도시에서의 현금 외 결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시행 중이며, 이는 특히 온라인, 모바일 쇼핑 시
장의 급속한 성장세가 전자결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로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신기술 스타트업
에 대한 교육, 멘토링, 사업 육성 및 가속화와 재정 지원을 목표로 과학기술부
산하의 플랫폼인 NATEC(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glishment
and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를 설립했다. 이와 더불어 첨단기
술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특별세제를 실시하
고,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라.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평가
베트남의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 정보기술의 발전 수준 및 규제당
국의 의식 수준은 다른 동남아 지역의 선도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
하여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발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베트남
중앙은행 등 규제당국의 최신 기술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려 이들 기술을 활용
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카드나 온라인결제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자산관리나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신기술 활용서비스의 활용 정도
는 매우 낮다. 그러나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PtoP 대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성
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이 빠른 경
제성장으로 자금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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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PtoP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0. 베트남 주요 핀테크 분야 및 서비스
분야

현황 혹은 발전 정도
∙ 베트남 정부는 핀테크를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할 계획임
∙ 그러나 정책적 지원 및 규제 마련이 느리고, 정보기술 발전 수준이 낮

총괄

◔

아 핀테크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 또한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활용
정도가 낮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비은행 부문의 일부 분야
에 대한 발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 분야는 비현금결제 도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였음
∙ 특히 모바일 앱과 디지털지갑을 통한 모바일 지급결제가 성장세를 지속

지급결제

◕

∙ 그러나 베트남 지급결제 분야의 발전은 순차적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기
보다 4단계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특징을 가짐
- 현재 4단계로 성장함에 있어 3단계 발전이 선행된 것이 아닌 3단계
보다 4단계 발전이 더욱 급격히 발생하였음
∙ 모바일뱅킹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

뱅킹

◔

어 있지 못함
∙ 그러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핀테크 인프라가 빠르게 구
축되어감에 향후 성장할 것으로 기대

비은행

◕

∙ 은행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가운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증
가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PtoP 대출이 크게 성장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

금융투자

○

야임
∙ 그러나 아직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활용 정도가 낮음

보험

○

∙ 인슈어테크는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규제와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
양한 보험상품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주: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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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에는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
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발전 속
도도 늦은 편이다. 인도의 핀테크는 은행이 제공하는 무선기기를 통한 지
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및 부
족한 통신 인프라라는 인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빌데스크
(BillDesk)가 인도 내에서 매우 성공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은 수준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증권거래가 도입되었지만, 인터넷 증
권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도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구축할 능력이 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정립하기 위한 시장수요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또한 Pto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제도 역시 사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대체하는 수단 혹은 이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PtoP 대출의 추천되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인도 핀테크의 특징은 인도의 경제ㆍ사회적인 특징과
관계가 깊다. 인도에는 많은 인구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낙후된 인구도 많은 반면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 중 핀테크 발전단계 3, 4가 모두 제공되는 가운데 그
활용도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활용 수준
이 그렇게 높지 않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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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가. 인도의 핀테크 인프라
인도는 넓은 국토에 13억에 해당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기준
1인당 소득 USD2171.0(ppp기준 $7,277.0)로 분석대상 세계 186개국 중
139위의 저소득국가에 해당된다. 인도는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지만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계급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정보통신 혹은 핀테크
산업에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인도 경제 및 사회 분석
에서 이들을 나타내는 각종 평균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발사할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맹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다.42)
IMF가 추정한 인도의 금융발전지수는 [그림 4-35]와 같이 2018년 기준
183개 분석대상 국가 중 4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내에서는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표로 보면 인도의 금융발전 수준은 일본, 한국, 싱가포
르와 같은 상위권 국가들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물경제의
발전 및 1인당 소득의 순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따르면 인도의 금융시스템 경쟁력은 [표 4-21]과 같이 141개
국 중 40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정성 지표는
10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예를 들어 인공위성 기술에 기초하면 인도의 과학기술은 세계 10위 내에 포함될 수 있고, 문맹률로 보
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중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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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IMF 금융발전지수 아시아 상위 15개국

주: ( ) 안의 숫자는 세계 순위를 의미함.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21. 인도의 금융시스템 경쟁력 지표
항목 지표

점수

순위

-

69.5

40

-

58.6

34

50.4

53.0

70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용이성(1-7)

4.7

61.0

23

벤처자본의 유용성(1-7)

4.2

52.7

22

76.9

76.9

26

3.0

49.4

41

-

83.0

103

금융시스템
심도(0-100)
민간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GDP 대비 비중)

시장 자본화(GDP 대비 비중)
보험 프리미엄(GDP 대비 규모)
안정성(0-100)
은행건전성(1-7)

값

4.6

60.4

89

무수익여신(총여신 대비 비중)

10.0

80.8

106

신용갭(%)

-5.4

1.00

1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총위험가중 자산 대비 비중)

12.8

90.9

131

자료: WEF(2019),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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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인도 금융시장의 세부경쟁력
금융발전지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기관지수

금융시장지수

심도

접근성

효율성

심도

접근성

효율성

0.46

0.35

0.29

0.15

0.62

0.56

0.65

0.21

0.79

(48)

(98)

(54)

(116)

(90)

(30)

(24)

(66)

(21)

0.42

0.36

0.28

0.16

0.63

0.48

0.44

0.23

0.77

(50)

(98)

(53)

(117)

(90)

(33)

(36)

(63)

(25)

0.4

0.36

0.27

0.18

0.63

0.43

0.49

0.21

0.58

(51)

(102)

(57)

(117)

(89)

(36)

(32)

(67)

(24)

0.4

0.36

0.26

0.19

0.61

0.42

0.47

0.23

0.56

(52)

(102)

(59)

(117)

(98)

(37)

(35)

(67)

(23)

0.41

0.37

0.26

0.23

0.62

0.44

0.54

0.2

0.56

(51)

(101)

(61)

(113)

(102)

(37)

(33)

(67)

(28)

0.42

0.37

0.26

0.24

0.59

0.45

0.53

0.2

0.61

(49)

(102)

(64)

(112)

(112)

(35)

(34)

(66)

(24)

0.42

0.38

0.26

0.26

0.6

0.44

0.51

0.19

0.61

(48)

(101)

(65)

(108)

(117)

(35)

(33)

(66)

(23)

0.43

0.38

0.28

0.26

0.56

0.47

0.58

0.2

0.61

(50)

(104)

(61)

(108)

(131)

(37)

(31)

(67)

(22)

0.44

0.38

0.28

0.26

0.57

0.48

0.52

0.21

0.69

(47)

(105)

(60)

(110)

(134)

(35)

(31)

(67)

(21)

주: ( ) 안은 순위.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금융시장 발전 및 경쟁력 수준뿐만 아니라 인도의 금융접근 및 금융이용 수
준 역시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와 같이 2018년
IMF의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 및 금융시장 접근성 지수 역시 183개국 중 각각
109위, 64위에 기록되어 금융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3]과 같이 금융접근성을 나타내는 성인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와 ATM
의 수에서 인도는 2018년 기준 각각 14.56, 21.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17.84, 52.5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표들은
모두 2010년 이후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ICT 보급수준 역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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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에서 인도의 ICT 도입 경쟁력은 [표 4-24]와 같이 조사대상 141개국 중 120
위로 기록되었다. 또한 [표 4-25]와 같이 ITU의 주요 ICT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의 광대역 인터넷(Fixed-broadband) 보급률은 1.34%, 개인인터넷 이용률은
3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이동전화 보급률은 86.9%로 나타나지만,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이
용률은 37.5%인 것으로 나타나 ICT 도입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23. 인도의 주요 금융 접근 및 이용 지표

연도

성인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

성인 10만 명당
ATM 수

인구 1,000명당 성인 1,000명당 성인 1,000명당
POS 기기 수
예금계좌 수
신용카드 수

2010

10.01

7.25

-

861.52

2011

10.49

8.83

-

932.18

20

2012

11.16

10.97

0.6917

1020.04

22

2013

11.83

12.84

0.8521

1158.65

22

2014

12.85

17.77

0.8893

1335.61

21

2015

13.56

19.68

1.0800

1540.50

23

2016

14.26

21.23

1.9470

1730.83

26

2017

14.57

22.07

2.3428

1889.49

31

2018

14.56

21.74

2.7945

1946.42

38

21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24. 인도의 ICT 도입 경쟁력 지표
항목 지표
ICT 도입(1-100)

값

점수

순위

-

32.1

120

이동전화 이용(인구 100명당)

86.9

72.5

120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인구 100명당)

37.5

116

광대역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1.3

2.7

110

광통신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0.0

-

102

인터넷 이용률(성인 인구 대비 %)

34.5

34.5

107

자료: WEF(2019),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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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인도의 주요 ICT 보급률 지표
거주자 100명당 광대역

거주자 100명당

인터넷 이용

이동전화 이용

2010

0.89

60.94

7.50

2011

1.07

71.49

10.07

2012

1.18

68.32

12.58

2013

1.17

69.20

15.10

2014

1.22

72.86

21.00

2015

1.29

76.41

17.00

2016

1.41

85.15

22.00

2017

1.33

87.32

34.45

2018

1.34

86.94

-

연도

개인 인터넷 이용률

자료: ITU ICT Statistics(검색일: 2020.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인도의 핀테크 산업
1) 은행 및 지급결제
인도의 핀테크 산업에서 지급결제 분야는 주로 은행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그림 4-36]과 같이 은행을 통한 각종 지급결제서비스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의 소매결제 규모는 29.4억 건에서 243.7억 건
으로 연평균 42.9%의 놀라운 신장률을 보여주었다. 이 중 수표와 같은 종이의
거래 건수는 2.4% 감소하였지만 전자결제와 카드 결제는 각각 연평균 63.2%
와 52.0% 증가하였다. 한편 금액 면에서도 소매결제 규모는 2012년 134.1조
루피에서 2018년 364.1루피로 연평균 18.5% 증가하였다. 이 중 수표와 같은
종이의 거래건수는 3.1% 감소하였지만, 전자결제와 카드결제는 각각 연평균
42.6%와 3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인도의 전자결제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BIS가 제공하는 신
속지급(fast payment) 통계를 살펴보았다.43) [표 4-26]과 같이 인도의 신속
결제는 최근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1인당 연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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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결제 규모는 0.07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270.6달러로 크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속결제 규모는 한국의 33.3만 달러나 중국의 8.0만
달러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4-26. 인도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s) 현황
(단위: %, 달러)

연도

연간 사용액 증가율

비현금결제 중
신속자금이체 비중

1인당 사용액

2012

-

0.00

0.07

2013

1,795.83

0.07

1.31

2014

448.40

0.38

7.53

2015

152.69

0.91

19.70

2016

134.49

1.89

47.89

2017

139.43

3.50

116.94

2018

125.33

6.77

270.61

자료: BIS,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인도의 비현금결제 중 카드결제의 GDP 대비 비중은 [표 4-27]과 같이
2012년 2.01%에서 2018년에 7.59%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8년 한국의 45.6%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고, 태국(19.8%) 및 말레이
시아(14.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4.35%에 비하여는 높
은 수준이 된다.
인도 카드결제에서의 특징은 [그림 4-37]과 같이 거래건수에서는 직불카드
와 선불카드의 비중이 높고, 신용카드의 비중이 매우 낮고, 거래금액 면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보면 선불카
드의 건당 사용금액이 가장 낮고 신용카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 신속지급(fast payment)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2016년부터 사
용하는 개념으로 대금지급자부터 대금수취자까지 대금의 이전이 거의 실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를
의미한다. 이때 이 지급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도 포함한다. 현재 BIS는 일부 선
진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신속지급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BIS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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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인도의 카드결제 금액 형태별 GDP 대비 비중
(단위: GDP 대비 %)

연도

카드 및 e-money

직불카드

신용카드

e-money

2012

2.01

0.73

1.21

0.08

2013

2.34

0.95

1.32

0.07

2014

2.76

1.10

1.49

0.17

2015

3.39

1.31

1.73

0.35

2016

5.01

2.35

2.12

0.54

2017

6.36

2.88

2.66

0.82

2018

7.59

3.32

3.15

1.11

자료: BIS,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36. 인도 소매결제 규모
(a) 건수(백만 건)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0
2012~13

2013~14

Paper Clearing

2014~15

2015~16

Retail Electronic Clearing

2016~17

2017~18

2018~19

Total Card Payments

(b) 금액(조 루피)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2012~13

2013~14

Paper Clearing

2014~15

2015~16

Retail Electronic Clearing

2016~17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7).

184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2017~18

Total Card Payments

2018~19

그림 4-37. 인도 카드결제 건수 및 금액
(a) 건수(백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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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금액(조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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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it Cards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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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serve Bank of Ind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7).

공과금 등 온라인 대금송금과 결제제도를 담당하는 Bharat Bill Payment
System(BBPS)가 2014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은행의 대금결제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금결제로 구성되는데 대금결제 규모는 [그림 4-38]과 같
이 2016년 6만 건, 4,000만 루피에서 2019년에는 9억 2,378만 건으로 증가
하였다. 이 중 은행을 통한 거래에서는 2016년 4,000만 루피에서 2019년에는
2,166.2억 루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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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인도 대금결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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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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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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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10억 루피)

자료: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Retail Payment Statistics(검색일: 2020. 6. 7).

한편 최근 들어 인도의 모바일지갑 및 모바일뱅킹 사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39]와 같이 모바일뱅킹과 모바일지갑의 사용건수와 금액은 2014년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7년과 18년에는 사용건
이 각각 91.7%와 227.7% 증가하였고, 금액 면에서도 12.5%와 99.5%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모바일지갑 사용자 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억 건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41억 건으로 증가하였고, 거래금
액도 291루피에서 1조 8,365억 루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7~18년에
는 2년 동안 건수 및 금액이 각각 연평균 61.2%와 86.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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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인도 모바일뱅킹 및 모바일지갑 거래 건수 및 금액
(a)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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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serve Bank of India,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7).

2) 비은행
인도의 발달된 ICT기술을 반영하여 인도의 핀테크 기관들은 다양한 중개기
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은행 대출서비스를 보완하는 PtoP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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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있다.
인도의 PtoP 대출서비스는 원래 소액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대부업체
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저소득층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
었다. 따라서 인도 중앙은행은 부실대출 및 부정행위의 우려 때문에 1인당 대
출 한도를 백만 루피에 한정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CT 기술이 도입되면
서 PtoP 대출서비스는 서비스지역이 특정 지역을 넘어 확대되고, 사용자가 늘
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PC 화면이나 휴대전화 애플
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심사 결과 역시 PC 화면이나 휴대전
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받게 된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 PtoP
대출 가이드라인(Master Directions-Non-Banking Financial CompanyPeer to Peer Lending Platform(Reserve Bank) Directions, 2017)을 제
정하였고, 2019년 12월 이를 다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인도 중앙은행
은 1인당 대출 한도를 500만 루피로 인상하여, PtoP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되,
기관의 부실이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공급자에게 부실대출이
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공지하거나 대출금은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000만 루피 이상의 금액을 PtoP 대출로 제
공하는 개인 자금공급자들은 자산규모가 5,000만 루피 이상을 보유한다는 증
명서를 PtoP 대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9년 말 현재 Lendbox, Faircent, i2iFunding, Chillr, Shiksha
Financial, Gyan Dhan, and Market Finance, Money Tap, Capital
Float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PtoP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도 최근 매우 활성화되었다. 원래 인도 자본시
장 규제를 담당하는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SEBI)
는 자선자금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하고는 불법으
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일반 금융서비스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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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제시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주요 사용처, 리스크 등을 이론적으로 분
석하고, 용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론적, 법률적 정의를 제공하였다. 이때
SEBI는 크라우드 펀딩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에서 주식기
반 크라우드 펀딩(Equity based Crowdfunding)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인식
하고, 주식기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공급자의 지위와 조건, 자
금 사용처 등을 명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사용처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포함하였고 SEBI
가 관련 기관들을 정기 및 비정기 감독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도의 SEBI는 인터넷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
폼을 조사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20여 개의 플랫폼 사업자를 불법으로 규정
하였다.
인도의 주요 Equity based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는 Ketto, Wishberry,
and Start51, One Crowd, Let’s Venture and Angel List 등이 있다.

3) 금융투자
증권 업무에서 핀테크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온라
인 증권거래는 2000년 4월 National Stock Exchange(NSE)가 SEBI에 허가
를 받아 처음 도입되었다.44) SEBI는 2000년 1월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증권사의 거래를 허용하였다. 인도의 National
Stock Exchage의 거래 중 온라인 거래 사용자는 [그림 4-40]과 같이 2000년
에는 약 12.3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44.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64만 명으로, 2018년에는 74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44) 인도의 증권시장은 크게 뭄바이증권시장(BSE)과 내셔널증권시장(NSE)으로 구성된다. 뭄바이주식시
장은 1875년에 개장된 인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주식시장인 반면 내셔널주식시장(NSE)은 1992
년에 시작되었다. 2020년 9월 말 현재 뭄바이주식시장에는 5,594개 기업이, 3월 말 현재 내셔널주식
시장에는 1,795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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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증권거래가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도입 이후 6년만
인 2010년 10%를 초과하였고 2018년에는 29.4%로 상승하였다.
현재 많은 증권사가 온라인 및 모바일 증권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들은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및 기업, 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웹사이트
나 앱을 통하여 증권거래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의 자산관리에서도 핀테크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크게 로보어드
바이저와 온라인 금융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로보어드바이저는 주로
젊은 층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 컨설팅 및 거래 업무를 제공한다. 이들은
AI와 빅테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주식과 채권, 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결
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들의 주요 목적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업체로는 Zerodha, Paytm
Money, Groww, Kristal.AI 등이 있다.
반면 온라인 금융어드바이스 서비스는 투자자의 여러 금융계정을 통합하여
일단 개인들의 금융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바일 앱이나 PC 화

그림 4-40. National Stock Exchange의 온라인거래 사용자 및 거래금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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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SE(2018), p. 6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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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5

온라인거래 비중(%)

면에서 하나의 계정에 각기 다른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계정을 통합하게
하고, 각종 소득과 지출 패턴 분석을 수행하고 금융 포트폴리오 구성을 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
는 것이다. 주요 온라인 금융어드바이스 서비스업체로는 Wut, The Rite
Plan, AffordPlan 등이 있다.

4) 보험
인도 보험 부문에서도 핀테크가 일부 도입되었다.45)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품이면서 장기적인 신뢰에 기초하
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기술이 가장 늦게 도입되는 부문이며, 기
존의 보험사 이외의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산업이다. 또한 보험산업은 일반적
으로 고소득국가에서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인도의 경우 아직 보험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입 성과는 크지
않다. 현재 보험사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기존의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타 상품과 비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고
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서비스, 각종 보험서
비스 관련 문의 시 챗봇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보험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접촉할 때 보다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보험산업에서 신규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결정이나 보험
상품 개발과 같은 인슈어테크가 발생하거나 신규 스타트업 보험사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Kruzr, Niramai,
Carnot Tchnologie, Ask Arvi, Toffee Insurance, i3 Systems, Health
Vector, Digit Insurance 등의 업체가 인슈어테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45) 인도에는 2019년 말 현재 31개의 종합보험사와 24개의 생명보험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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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핀테크 기업
빌데스크(BillDesk)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상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이다. 2000년 미국 컨설팅업체인 Arthur Andersen의 인도지사 직원들인
M.N. Srinivasu, Ajay Kaushal and Karthik Ganapathy 3인이 창립한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인도에서 통신사, 보험사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청구서 납
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대금납부는 과거 지급결제 관습상 대체로
수표나 현금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나, 빌데스크의 등장으로 소비자와 기업들
은 PC와 모바일로 결제하게 되었다.
빌데스크는 2020년 현재 인도 전자청구대금결제서비스의 약 50~60%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18년 약 60억 달러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도 대륙의
전국적인 지급결제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최초의 업체이다. 빌
데스크는 20여 년이 넘은 기간 성장하였고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이지
만 아직까지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발전 수준이 낮다는 사실과 13억이 넘는 인
구를 보유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빌데스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빌데스크는 설립 이후 여러 기관들의 투자를 받아 미국 투자회사인 General
Atlantic이 35%의 주식을 보유하고, TA Associates, Clearstone Venture
and Temasek Holdings 등 국제적인 투자기관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비자(VISA) 역시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 빌데스크는 비상장기업으로
관련 재무재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과 수익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문기사 또는 비정기적인 뉴스를 통해 재무상태를 대략적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1억 3,100만 달러(92억 9,000만 루피)의 매출
에 약 2,000만 달러(14억 7,000만 루피)의 수익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매출이
15% 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고, 2020년 상반기 기업인수시장에 나왔을 때 약 2억~2.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2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Lendingkart는 인도에서 2014년에 창립한 온라인상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에 특화된 비예금취급 핀테크 기업이다.46) Lendingkart는 빅데이터분석
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 및 대출한도를 평가하여 주목을 받았다.
Lendingkart는 미래가 밝은 인도의 신생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미래 전망에 기초한 신용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금
을 공급하고 있다. 즉 기존의 은행 및 비은행기관 등 대출 담당기관들이 대출 심
사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재무재표보다는 당해연도의 현금흐름과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인도 내 Ahmedabad, Bangalore,
Mumbai 등 3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나, 인도 29개 주, 1,300여 개 도시
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ndingkart는 Bertelsmann India Investments, Fullerton Financial
Holdings, India Quotien 등 인도 내의 주요 자금공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대출하는 기관이며, 대체로 운
전자금대출(Working Capital Loan), 일반기업대출, 소기업대출, 여성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한다. 이때 가장 비중이 높은 운전자금대출은 5만~ 2,000만
루피의 금액을 대출로 지급하며 대출신청 이후 평균 72시간 내에 자금공급 여
부를 결정하고 실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대출 신청과 의사결정 통보 및 대금 공급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담보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자율은 월 1~2%, 연간 12~30% 수준으로 연간 은행
이자율 10~12%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민간 사채보다는 크게 낮은 실정이다.
2019년 대출자들의 지역은 대체로 비도시가 81%, 도시지역이 19%를 차지
하고 있어 기존 금융기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
별로는 섬유 13%, 공자자재 13%, 음식료품 7%, 가구 및 내장건설업 7%, 전자
기기 관련 7%, 기타 45% 등으로 구성되어 중소업종 중심이다. 또한 이들 중
60%가 35세 이하이며 88%가 45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46) 정식 명칭은 LENDINGKART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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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ingkart는 2014년 처음 대출을 시작한 이후 2015년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을 통한 대출을 시작하였고, 최초 대출심사 결정까지는 일주일이 소요되었
지만 2017년 10월부터 이를 3일로 단축하였다. 2016년 KPMG가 선정한 글
로벌 핀테크 업체 100위 내, 2017년에는 50위 내에 들었다. 2019년 연간 대
출건수는 5만 2,835건으로 2018년에 비하여 45% 증가하는 등 사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도 핀테크 산업의 정책과 규제
1) 핀테크 활성화
인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는 크게 지급결제 및 중앙은행 중심의 활성화 정
책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인도 중앙은행 중심으로 기존의 현금결제서비스를 전자화하
는 것에 중점을 둔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다. 즉 Cashless 사회를 목표로 지급
결제 분야에서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아직까지 인도가 은행 중
심의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발전의 3단계인 은행을 통한 지급결
제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2008년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를 설립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후 NPCI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를 확대하였고, 은행간
ATM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ATM 기기의 호환성을 넓혔다. NPCI는 2010년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시간 소액 자금이체 네트워킹 서
비스인 Immediate Payment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4개 은
행의 모바일결제시스템의 호환성으로 시작하였으나 2020년 9월 현재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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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개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서비스 기관들을 연결하고 있다.47)
2012년 NPCI는 인도 로컬 브랜드 카드인 ‘RuPay’를 출시해 자국 내 카드업
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는
다르게 인도 내의 POS와 온라인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규격을
만들고 상용화한 것으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아직까지 인도 내의
신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5년 Digital India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에 전자지
급결제서비스를 포함하는 기존보다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정책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전자서명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추진되면
서 이를 위한 대금지급 수단으로 전자결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전자
정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각종 공과금의 전자적 대금납부, 모바일기기를 통한
대금납부 등의 서비스 활성화가 주요 항목으로 명시되어 관련 서비스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식은 인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확대이다.
이는 인도의 디지털산업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Start-up India, Fund of
Funds for Start-ups, NITI Aayog Initiatives 등으로 대변되면서 인도의 상
공업 담당부와 ICT 담당 부서가 책임진다. 이중 Start-up India는 인도 정부
가 수립한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 기업, 관련 정
부기관 및 투자가를 서로 연결하고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 많은 인구, 복잡한 규제와 정부기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 이들을 결합
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의 핀테크 기업들은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
한 스타트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스
47) 이 중 은행이 101개이고 소규모 파이낸스 은행이 10개소, 협동조합은행이 453개소이며 지급결제기
관이 2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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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 기업들은 소액결제와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상업
은행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중앙은행의 규제를 적게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
로 시작하고 있다.

2) 핀테크 규제
인도는 넓은 국토의 많은 인구,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기관의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이다. 즉 각각의 분야에 대
한 관련 전문기관이 인허가권을 갖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금융에서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중앙은행, 증권감
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핀테크의 전자지급 관련한 규제와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중앙
은행은 2007년 지급결제제도법(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을 제정하여 핀테크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를 담당할 기본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 내부의 지급결제위원회(the Board for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가 관
련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었다, 이후 인도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 현대화 과정에서 개별 서비스 제공은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은행간 혹은 서비스 제공기관간 네트워크 연결은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도가 넓은 국토 및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 기관이 개별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
행하기보다는 이들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도의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자산관리 및
금융투자 업무를 규제 및 감독하는 기관이며,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는 보험산업의 감독기관으로 그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SEBI는 크라우드 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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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예금을 받지 않고 투자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서비스는 제한적인 지역에서
제한적인 수요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증권거래 시 유용한 서비스인데 인도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증권투자를
하는 인구 수가 제한되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제한된다.
IRDA는 인슈어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핀테크에 따
른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규제 변화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인도의
보험산업이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고 상품종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라. 인도 핀테크 산업의 평가
인도의 핀테크는 아직까지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넓은 국토 및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서비스의 전
자화를 통해서도 경제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선
기기를 활용한 관련 서비스는 지급결제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는 인도에서 PC를 구비한 사람 수보다는 무선기기를 구비한 인구의 비중이 높
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현재 인도의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의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속도도 늦다.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데스크(BillDesk)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고, 인도 내에서 이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기업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그 거래규모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은 수준
이다.
인도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구축할 능력이 되지만, 실제로 이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정립하기 위한 시장수요가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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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와 발전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PtoP 대출이나 크
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제도 역시 사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도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중심의 핀테크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넓은 국토를 가진 가운데 지급결제서비스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전자지급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핀테크 발전을 꾀하고 있
기 때문이다.

표 4-28. 인도 주요 핀테크 분야 및 서비스
분야

현황 혹은 발전 정도
∙ 인도는 넓은 국토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이 공존함. 핀테크

총괄

◑

발전단계 3. 4. 5 단계가 동시에 공존함.
∙ 모바일결제 및 모바일뱅킹을 중심으로 핀테크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부문에서 신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간 네트워크가 2007년 National Payment Association이 설립되
면서 구축됨.

지급결제

◑

∙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유선 인프라 부족으로
간단한 모바일결제가 활성되고 있음.
∙ 온라인 지로 등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핀테크 발전단계 3의 서
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4 수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 인터넷뱅킹에 비하여 모바일뱅킹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핀테크

은행

◑

발전단계 4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이 일반적이지
않음.
∙ PtoP 대출이 기존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에서 도입되었고, 2017년
10월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서 보다 활발해짐.

금융투자

◑

∙ 인터넷을 통한 주식 주문 및 거래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임,
∙ 자산관리 및 투자결정에서 AI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기술도 도입되고
있으나 대중적인 비즈니스화되고 있지 않음. 발전단계 4 수준을 시도하
고 있음.
∙ 보험사의 홍보, 문의, 청구 등에서 핀테크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보험

◑

∙ 아직까지 신규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결정이나 보험상품 개발과 같은
인슈어테크는 발달하지 않았음.

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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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인도의 경제 사회적인 특징과 관계가 깊다. 많은 인구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낙후된 인구도 많은 반면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
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다.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중 핀테크 발전단계 3, 4가 모
두 제공되는 가운데 그 활용도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지만, 전국적
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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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핀테크 산업
2. 핀테크 지수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신남방 주요 국가의 핀테크산업에서 ① 소매결제 수단으로는 카드나 소
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②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 서비스가 대부분의 국
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③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는 일부 이루어지며 ④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는 활발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⑤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
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
었다. ⑥ 신남방국가의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⑦ 베트남이 이들 5개
국 중 가장 늦게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그 도입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준비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의 핀테크 지수를 작성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말레이시
아, 태국이 거의 비슷한 점수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서 베트남, 인도
네시아,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5년 및 2019년 각 국가별 지
수의 변화를 살펴볼 때,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핀테크 종합지수가 이
기간 동안 상당부분 상승한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을 크게 신남방 국가들의 다자간
공동체인 아세안 경제공동체상에서의 활성화 정책과 개별 국가의 활성화
정책으로 구분할 때, 모두 핀테크 활성화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은 자국에 필요한 핀테크 관련 신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최근에서야 이를 고려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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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산업
가. 금융발전
신남방 주요국의 금융발전 정도 및 ICT 발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3장
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에서 제시한 금융발전지수와 ITU의 정보통
신 인프라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때 이 지표들은 지수로 제시되기 때문에 상대
적인 비교를 위하여 한국을 포함하였고, 이를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국의 전체적인 금융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금융발전지수는 전반적으
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국
과 말레이시아 그룹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룹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그룹 내에서는 구성국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룹간에는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발전지수를 금융기관 발전 지수와 금융시장 발전 지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금융시장의 발전 지수와 금융기관의 발전 지수에서 각 국가별 순
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발전 지수에서도 발전 정도
에 따라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상위그룹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위그룹
으로 구분되었다. 국가별 순위는 태국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나타났고, 하위그룹에서는 인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
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발전 지수에서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운
데 국가별 순위는 금융기관 발전 지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국가
중 특정 국가가 금융기관이 더욱 발달되었거나 금융시장이 더욱 발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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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금융발전 관련 지표
(a) 금융발전 지표
한국
0.81

인도

인도네시아
0.44

0.37

0.41

0.66

베트남

말레이시아

0.74

태국

(b) 금융기관 발전 지표
한국
0.82

인도

인도네시아
0.43

0.38

0.42

0.67

베트남

말레이시아

0.74

태국

(c) 금융시장 발전 지표
한국
0.77

인도

인도네시아

0.48

0.29

0.38

0.61

베트남

말레이시아
0.71

태국

자료: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검색일: 2020. 10. 1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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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신남방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의 발
전도가 금융시장의 발전도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국가의
금융산업은 대체로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시장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ICT 인프라
신남방 국가의 ICT 인프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 ICT 인프라 지표
를 살펴보고 이를 [그림 5-2]에 표시하였다. 이때 주요 지표로는 ITU에서 제공
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용 비율, 무선전화기 등록 비율, 100만 명당 인터넷 서버
수, 인구 중 인터넷 사용 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2019년 기준 ICT 인프라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
넷 이용자 수는 베트남 15.3명, 태국은 14.5명, 말레이시아는 9.3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각각 3.5명, 1.4명으로 한국의 42.8명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전화 보급률 수준에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인
구 100명당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134.5명인 것에 비하여 태국 186.2명, 베트
남 141.2명, 말레이시아는 139.6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
고,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소폭 낮은 127.5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인도는
84.3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에서는 한국의 4,544개에 비하여 말레
이시아는 6,724로 크게 많았던 반면, 베트남 2,597개, 인도네시아 1,684개,
태국 1,404개, 인도 389개로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아는 서버 인프라가 매
우 잘 갖춰져 있지만, 인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한국의 96.2%에 비하여 말레이시아가 84.2%로
신남방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베트남 68.7%,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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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47.7%, 인도는 2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신남방 국가의 ICT 인프라는 말레이시아, 태
국, 베트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인도의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
며, 인도네시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5-2. 주요 ICT 인프라 근황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이용자 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이용자 수

0.9
인도 1.3
1.4

베트남
4.2
8.3
15.3

인도네시아
0.9
1.5
3.5

태국
4.8
9.1
14.5

7.4
말레이시아 10.1
9.3
2010

2015

한국
34.7
39.4
42.8

베트남
126.8
129.8
141.2

인도네시아
87.4
131.2
127.5

태국
106.7
149.8
186.2

2019

120.0
145.7
말레이시아 139.6
2010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1.6
17.7
1,683.8

태국

한국

11.2
69.4
1,403.8
말레이시아
2010

44.9
233.9
6,723.9

2015

2015

175.3
557.7
4,543.8

2019

2019

7.5
17.0
20.1

베트남
30.7
45.0
68.7

인도네시아
10.9
22.1
47.7

태국
22.4
39.3
66.7

56.3
말레이시아 71.1
84.2
2010

201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0. 10.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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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2.5
116.0
134.5

인터넷 이용률

1.7
11.7
389.2

베트남
2.3
32.7
2,597.0

60.9
76.4
84.3

인도

한국
83.7
89.9
96.2

2019

한편 [그림 5-2]에서 2010년, 2015년, 2019년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
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ICT 인프라에서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이용
자 수가 한국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34.7에서 42.8로 상승하였다. 신남방
국가 중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이 4.2명에서 15.3명으로 3배 이상 증가
하여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역시 같은 기간 4.8명에서 14.5
명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7.4명에서
9.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0.9명에서 3.5명과
1.4명으로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100명당 이동전화 수는 분석대상 국가 모두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2010년 이미 100명당 100대를 초과하
는 수준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10년 87.4에서 2019년
127.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인도 역시 60.9에서 84.3으로 증
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동전화 보급수준과 보급속도가 낮은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는 신남방 국가 사이에서 큰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레이시아는 44.9대, 태국 11,2, 베트남
2.3, 인도네시아 1.6, 인도 1.7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가 6,723.9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여주었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는 각각 2,597.0대, 1,403.8대 및 1,683.8대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는 389.2대로 아세안 국가들 대비 적은 수준의 증가
폭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률 역시 이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들보다 절대적인 값은 낮지만, 4배 이상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인도는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ICT 인프라의 지역별 분포에서도 특징이 제시되었다. 신남방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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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르게 ICT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아닌 대도시 중심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신남방 국가들의 특징 중의 하
나는 1인당 소득이 낮은 반면 소득분배 및 부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하여 대도
시와 지방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으로 인하여 대도시는 매우 우수한 ICT 인프라나 개인용 단말기 보급이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다. 주요 핀테크 서비스
신남방 주요 국가에서는 매우 다양한 디지털금융서비스 혹은 핀테크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중 주요 핀테크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는 [표 5-1]과 같이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
결제서비스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핀테크 서
비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전
자결제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소매지급결제서비스의 도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
에서 유선기기보다 무선기기의 보급이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
서비스는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들의 경우 금융기관,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규모와 자금력이
충분한 은행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공할 여력이 되어 뱅킹 관련 온
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인터넷 활용률이 낮기 때
문에 이들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에서 금융중개기능 서비스로는
[표 5-3]과 같은 매우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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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는 자금이체와 송금 같은 간편한 서비스가 먼저 도입되고 대출과 연관
된 금융중개서비스는 이후에 도입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도국 상
태에 있는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소액대출 서비스의 신청 정도가 이루어지나 실제 대출
심사나 대출 결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극소액일 경우에는 통신사
를 통한 개인정보 확인 등을 거쳐 대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는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5개국 모두가 자국 내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PC나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
다. 반면 기업 IPO 신청이나 배정 같은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일부 국가의 경우 핀테크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등 매우 일찍이
시작하였으나 그 발전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활성
화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른 시기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실제로 이 서비스가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는 이들 나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에 시간이 오래 소
요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ICT 인프라 개선속도가 늦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대규모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서비스 확산이 더욱 오래
걸리기도 하였다.
여섯째,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국뿐만 아
니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에
도 해외기업 진출과 해외투자가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다. 일
부 인도네시아의 기업은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인도의 기업들은 초창기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하였
다. 이는 이들 국가의 투자가들 사이에는 아직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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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투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5-1. 각국의 전자거래 수단 도입
구분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카드 기반

√

√

√

√

√

소프트웨어 기반2)

√

√

√

√

√

인터넷 기반

√

√

√

√

√

모바일기기 기반

√

√

√

√

√

주: 1) 카드 기반은 스마트카드와 마그네트형 카드를 모두 포함함, 2) 전자지갑(e-purse)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2. 은행계좌 접근 방식
주요 채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모바일뱅킹

√

√

√

√

√

인터넷뱅킹

√

√

√

√

√

ATM 뱅킹

√

√

√

√

√

POS terminals

√

√

√

√

√

자료: 저자 작성.

표 5-3. 전자기기를 활용한 금융활동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대출신청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허용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미허용

허용

대출서류사인

미허용

미허용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미허용

No

대출상환

은행 허용

은행 허용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미허용

허용

계좌개설

은행 허용

은행 허용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은행 허용 은행 허용

보험료 납부

은행만 허용

일부 은행

은행 및 개인송금

미허용

-

자료: 저자 작성.

일곱째, 베트남이 이들 5개국 중 가장 늦게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그 도입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 이들 국가 중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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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고, ICT 인프라가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금융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핀테크 지수
가. 핀테크 지수 작성 방법론
신남방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준비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국
가들의 핀테크 지수를 작성하였다. 핀테크 지수는 핀테크의 준비 여건 및 현재
활용도를 반영하는 지수로서 크게 ① ICT 인프라 지수 ② 금융준비 지수와 ③
핀테크 활용 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ICT 인프라 지수는 핀테크를 활용
하기 위한 ICT 인프라 상황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절한 ICT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으면 핀테크는 발전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요소이다.
핀테크 지수에는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의미하는 금융준비 지수를 포함한
다.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이면서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산업이 발전된 국가에서 도입 및 발전이 용이하다는 특
성이 있다. 또한 핀테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ICT 인프라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CT 인프라 지표는 핀테크 도입 수준 및 전망을 파악
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한편 핀테크 활용 지수는 현재 핀테크를 통한 서비스의 활용 수준을 의미한
다. 핀테크 활용 지수 산정에는 많은 기초 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들 국
가들이 대부분 개도국이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결제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 서비스의 발전 정도를 기초 지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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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수 작성법은 일반적인 지수 작성법 혹은 IMF의 금융발전지수 작성법
이나 금융포용지수 작성법 등에서 사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다.48) 이는 각 해당 지표들의 가중평균치를 사용하되 각 가
중치를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중치가 이론
적으로 정해진 경우 이론적인 수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
계적인 중요도를 추정하고 그 중요도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이때 그 중요도를
찾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이 사용되는 것이다.
핀테크 지수의 산출은 자료가 이용가능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자료를 토
대로 작성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해당연도 값을 100으로 기준으
로 삼아, 신남방 국가들의 값을 비교하여 각국의 핀테크 수준 및 순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4. ICT 인프라 지수에 포함되는 통계 자료들
구분

번호
1

금융준비 지수

ICT 인프라 지수

핀테크 활용 지수

지표들
Private-sector credit to GDP(IMF)

2

Bank Branched per 100,000 adults

3

Stock market capitalization to GDP

1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per 100 people)

2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per 100 people)

3

Secure Internet servers(per 1 million people)

4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of population)

1

Number of ATMs per 100,000 adults

2

Number of credit cards per 1,000 adults

3

Number of debit cards per 1,000 adults

4

Mobile and internet banking transac per 1,000 adults

5

Active mobile money accounts per 1,000 adult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 IMF Financial
Access Survey; ITU, Statistics data bas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17).

48) Svirydzenk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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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테크 지수 작성 결과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남방 5개국과 한국의 2019년 핀테크 지수를 추
정한 결과가 바로 [그림 5-3]이다. 이때 비교를 위하여 신남방 국가 5개국에 한
국을 포함하였고 각국의 2010, 2015 및 2019년 지수를 제시하였다. 각 지수
는 각 연도 한국의 지표를 기준치인 100으로 삼고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비교 기준이 없을 경우, 각 국가별로 산출된 지수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한국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각국의 지표와 차
이점을 제시한 것이다. 핀테크 지수는 ICT 인프라 지수, 금융준비 지수, 핀테
크 활용 지수 등 3개의 개별 지수를 제시하고 이들을 종합한 핀테크 지수를 마
지막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제시되었다. 첫째, 2019년 기준으로 한
국과의 차이 순위를 볼 때 ICT 인프라 지수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비슷한 수
준으로 높고, 이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준
비 지수 역시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베트남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
았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핀테크 활용 지수는 말
레이시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태국이 높았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
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2019년 말레이시아, 태국이 거의 비슷한 점수
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5개국 ICT 인프라 지수, 금융준비 지수, 핀테크 활용 지수 각각의 모습이 일
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순위가 낮은 것은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ICT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국가들은 전
국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대도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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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신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농촌을 비롯한 비도시 지역의 인프
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5-3. 핀테크 지수
(a) ICT 인프라 지수

(b) 금융준비 지수

ICT 인프라 지수

금융준비 지수

인도

인도

0.7
0.6
0.5
0.4
0.3
0.2
0.1
0.0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0.3
0.3
0.2
0.2
0.1
0.1
0.0

베트남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2019

2015

2019

2010

(c) 핀테크 활용 지수

2015

종합 지수

인도

인도
0.5

0.6
0.5
0.4
0.3
0.2
0.1
0.0

0.4

인도네시아

0.3

베트남

인도네시아

0.2
0.1
0.0

태국

한국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2019

2010

(d) 종합 지수

핀테크 활용 지수

베트남

인도네시아

2015

말레이시아

2010

2019

2015

2010

자료: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Database; IMF의 Financial
Access Surve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2010, 2015 및 2019년 각 국가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나타난다. 이때 역시 각 지표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 점수를 의미한다. 첫

214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째, ICT 인프라 지수와 금융준비 지수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2010년 이후
별 진척이 보이지 않은 반면 베트남과 태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핀테크 활용 지수 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 큰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
남은 핀테크 종합 지수가 이 기간 동안 상당부분 상승한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
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다. 먼저 태국과 말레이시아
는 ICT 인프라 지수, 금융준비 지수, 핀테크 활용 지수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핀테크 종합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ICT 인프라는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고 최근 들
어 금융준비 지수도 크게 높아져 향후 핀테크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현재 베트남의 핀테크 활용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까지 관련 규
제가 미비하고, 국민들의 적응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
다. 인도는 ICT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 금융준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때문에 향후 핀테크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
다. 대체로 핀테크가 발전하려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ICT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 론칭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금융준비 지수
가 부족하면 서비스 시도는 가능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기까지 시
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도는 서비스 확대에 어려
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인도는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일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도입을 시도할 경우 상당
한 수준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핀테
크 산업에 대한 성급한 전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금융감독기
관의 역할인 반면, ICT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관련 부서의 정책에 관련
된 것이다. 때문에 위의 5개국에서 서로 발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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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이나 역할 및 이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금
융과 통신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 수행한 정량적인 분석은 앞 절에서 수행한 정성적인 분석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핀테크 지수 분석은 일부 지수화할 수 있는 사항
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가. 활성화 정책
1) 아세안경제공동체와 활성화 정책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주요 항목으로 전자결제 및 전자금융
활성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아세안공동
체 관련 공식문서상에서 핀테크(Fintech)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핀테크에 포
함된 전자결제(digital payment)를 금융발전과 관련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9)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은 가장 먼저 디지털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세안 내의 전자결
제 혹은 온라인결제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세안은 ASEAN
Economoic Community 2025,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49)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2010년경 이후이고 이것이 보편화된 것
은 2015년 이후이다. 아세안이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 2007년 이후이며 2025년의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 2015년이다. 때문에 당시까지 국제적인 공식문서에서 신용어인 핀테크를 사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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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등의 문서를 통하여 전자결제
서비스의 확대를 디지털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고려하였다. 아세안은
디지털경제가 향후 아세안 경제성장의 주 엔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디지털경제가 발달하
려면 이에 적합한 온라인상의 결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
자결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둘째, 아세안은 무역 및 서비스거래 활성화 과정에서도 전자결제의 중요성
을 인식하였다. 경제공동체가 진행되면서 각국간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늘
어나고,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합당한 전자결제서비스가 증가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국간의 온라인 무역이 활성화될 경우 손쉬운
전자결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온라인결제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내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각 국가들간 많은 자금이 동
시에 이동하게 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는 바로 전자결제서비스이다. 주식과 채권의 거래에 국경이 없어지려면 이들의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해서 핀테크의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아세
안은 아직 많은 사람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ICT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금융서비스 활용도
가 매우 낮은 이유 중 금융서비스 접근도가 낮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들이 보
유한 휴대전화기나 PC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금융서비스 접근도를 제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이나 산간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선기기와 같은 디지털 수단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
지털경제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수반되는 온라인결
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려는 수단이 된 것이다. 더욱이 신용위험 측
정이 어려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 신용공여의 수단으로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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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의 중요성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공동체에서 개별 국가들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핀테
크 산업 자체의 활성화보다는 금융포용성 개선 정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강화나 연계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혹
은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세안 내의 핀테크를 활성화
하려는 다양한 정책의 집행은 아세안 차원보다는 개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아세안은 공동체 청사진에서 특정 시점과 특정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디지
털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러한 핀테크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집행 의무가 없고, 실제 핀테크의 도입은 개별 국가의 활성화 정책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세안이 너무도 경제 및 사회구조
면에서 차이가 나는 여러 나라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목표나 합
의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아세안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국
가들의 정책 수행에 압력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2) 개별 국가의 활성화 정책
각국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은 이미 4장의 각 국가별 핀테
크 발전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각 국가별 활성화 정책의 특징과
차이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들은 [표 5-5]에 요약되어 있다.
첫째, 신남방 주요 5개국은 대체로 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금융발전, 및 지급결제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18-2024, 말레이시아의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와 태국의 Payment System Roa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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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와 Thailand 4.0 - A step towards Digital Future, 베트남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계획(2014~2020)과 비현금결제 개발계획 2016~2020, 인도
의 Digital India 및 Start-Up India와 같이 신남방 국가들은 장기적인 핀테
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비록 이들 국가의 정책 성과
들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핀테크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경제 전반적
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며, 또한 통신인프라 구축
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육
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둘째, 이들 국가 정부는 핀테크에 관련하여 주로 은행과 비은행 중심의 전자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서 증권
이나 보험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은행이 중심이 된 지급결제
시스템 전자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 관련 정책은 중앙은행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
당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이 국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점과 맹점
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앙
은행 중심의 정책 추진은 체계적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효율성 개선보다는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
는 기관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보다는 이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 구
축에 먼저 집중하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되기도 한다.
셋째, 신남방 국가 정부들이 핀테크를 통한 중개기능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
을 이해하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이다. PtoP 대출이나 크라우
드 펀딩 등과 같은 서비스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롭게
온라인상에 도입하여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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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에 무시되었던 각종 정보를 신용위험 측정에
활용하게 되고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는 각국의 금융 관행이나 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소액대
출서비스는 각국의 사회관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발전하
였기 때문에 이를 핀테크에 활용하는 것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서
비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들에 금융접근성
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서비스이다.
그러나 정부나 금융감독기관이 이들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홍
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행
이 성공하였던 서비스 플랫폼이나 형태가 존재하고, 서비스 자체가 암호화된
컴퓨터파일의 이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간단한 형식이다.
반면 중개기능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급
경제서비스보다는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가 비교적 어렵다. 때문에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이 이들 기관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면서 활성화 정책을 수
행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활성화 정책 추진
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넷째, 이들 국가 대부분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핀테
크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4개국 모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핀테크를 포함하였고, 베트남은 2020년 6월 중 중
앙은행 규제 샌드박스 초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를 가장 먼저 설명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 모두 핀테크가 기존 규제상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규제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 감독기관들이 새로운 규제
감독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가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국이 독자적인 형태로
규제를 개정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개정 방향과 유사한 규제 개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들은 오랜 식민지지배의 영향으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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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규제와 감독 방식이 대부분 식민지를 다스렸던 유럽 국가들의 법률이나
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새롭게 개정하려는 규제와 법률 역시 유럽과 미
국 등의 변화 형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핀테크 관련 규제와 법률은 기존 금융
및 디지털경제에 관련된 규제와 법률 속의 한 항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영국 등의 규제 개정과 그 방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핀테크를 스타트업 산업에 포함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스타트업 활
성화에 연관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ICT 스타
트업 기업의 활성화 부문에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아직 이들 기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들 정부가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를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다. 한편 베
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핀테크 분야를
위한 지원은 크지 않다. 베트남 특유의 사회주의적인 의사결정체제와 중앙은행
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 진출도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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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핀테크 활성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마스터플랜

주요 목표 및 실행 정책

National Strategy for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인도네시아

Financial Market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

Development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2018-2024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담당기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OJK)

핀테크 산업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
MDEC(Malaysia Digital Economy
말레이시아

Financial Sector

Corporation), MaGIC(Malaysian Global

Blueprint 2011-2020 Innovation&Creativity Centre), MDH(Malaysia

중앙은행

Digital Hub) 등 관련 기관들을 설립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Payment System
Road 2019-2021
태국

Thailand 4.0-A step
towards Digital
Future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 계획
베트남

(2014~2020)
비현금결제 개발계획
2016~2020

Digital India
인도

Start-Up India
campaign

국가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인큐베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구축

중앙은행
국가
스타트업
위원회
(NSC)

중앙은행 내에 핀테크 운영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 산하의 플랫폼인 NATEC(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glishment and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를 설립

중앙은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및 핀테크
포함(2020년. 6월)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The Payments Council of India

중앙은행

규제 샌드박스 구축

자료: OTORITAS JASA KEUANGAN, https://www.ojk.go.id; Bank of Indonesia, https://www.bi.go.id;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 Bank of Thailand, https://www.bot.or.th; Reserve Bank
of India, https://dbie.rbi.org.in; State Bank of Vietnam, https://www.sbv.gov.vn/; NSC 홈페이지, http://
www.nsc.com.v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11. 5)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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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테크 관련 규제와 법률
신남방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자국에 필요한 핀테크 관련 신규 법률을 만들
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은행과 증
권 관련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아직까지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법률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관련 서비스로 인하여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크게 서비스가 확대되지도 않았기 때문
이다.
이들 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과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별로 각국의 규제 정도와 규제 범위, 및 규제감독기관 등
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금융산업 구조 및 금융 및 핀테크 발
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가 된다. 또한 [표 5-6]과 같이
핀테크 관련 규제담당기관도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핀테크가 비은
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 감독기관과 비은행금융
기관 감독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인 필요성에 따라 규제와 감독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이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에는 이동통신사를 활용한 송금서비스가 일찍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나라는 그
렇지 않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통신사의 송금서비스 허용은 금융기관과 통신사
간의 갈등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상 이를 둘러싼 규제감독기관간의 갈등도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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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핀테크 관련 감독기관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중앙은행

중앙은행

-

-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
비은행)

중앙은행,
중앙은행,
기업활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은행, 전자거래위원,
자금세금방지위원회,
통신부, 디지털경제사회부

비은행
e-money
발행자

중앙은행,
중앙은행,
기업활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은행, 재무부,
전자거래위원회
자금세금방지위원회,
디지털경제사회부

PtoP
대출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부,
정보통신부

증권감독원

—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크라우드
금융감독원
펀딩 공급자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자금세금방지위원회,
통신부, 디지털경제사회부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주: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음, 인도네시아 Bank of Indonesia, 말레이시아 Bank Negara, 태국 Bank of Thailand,
베트남, State Bank of Vietnam, 인도 Reserve Bank of India, 각국의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Otoritas Jasa
Keuangan(OJK), 말레이시아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태국,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
n, 베트남 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nam, 인도 the Securities & Exchange Board of India임.
자료: World Bank(2019), p. 67; OTORITAS JASA KEUANGAN, https://www.ojk.go.id; Bank of Indonesia, https:/
/www.bi.go.id;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 Bank of Thailand, https://www.bot.or.
th; Reserve Bank of India, https://dbie.rbi.org.in; State Bank of Vietnam, https://www.sbv.gov.vn/;
NSC 홈페이지, http://www.nsc.com.v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11. 5)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둘째, 신남방 5개국들은 전반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가운
데 핀테크에 특화된 법률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 은행법
에 따라 예금과 대출서비스,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은행기관 중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체로 카드사에 한정되고, 일부 환전 및
송금전문기관 서비스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된다.
이러한 사실은 비은행 혹은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쉽게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여러 국가들이 은행
에 준하는 감독기준을 사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법과 규제에 대한 검토와 점검
이 먼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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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들 국가에서 소비자보호 법률은 일찍이 제정되었지만,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소비자보호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종 핀테크 및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관련
항목을 보유하고 이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PtoP Lending, 크라우드 펀딩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증권감독 관련 법률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5-7]과 같이 말레이시아는 1999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과 201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2013년의 금융서비스법 등에서 소비자보호 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핀테크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법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신남방 국가들은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갖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및 감
독에서 감독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 규정이나 감독 사항의 변동도 크다는
점이다. 이들 개도국에서는 정치 및 경제체제가 발전되어 법과 제도에 기초한
선진국과는 달리 법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법과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업이 받게 될 손실이 커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는 2018년 6월 중국이 개발한 모바일결
제 수단인 알리페이 및 위쳇페이의 사용을 금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자국 내 전자결제망사업의 외
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비씨카드는
현지 기관과 같이 세운 현지법인의 지분을 모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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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아세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법률
국가

주요 법률
Government Regulation No. 80 of 2019 on Trading Through Electronic

인도네시아

Systems
OJK Act No 21/2011, Regulation OJK No3/2018,
Law No. 8 of 1999 on Consumer Protection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말레이시아

Consumer protection Act 1999
Financial Service Act 2013
Electronic Commerce Act 2006
Bank of Thailand Act(No. 4), 2008
Consumer Protection Act, 1998

태국

Bank of Thailand - Notification No. 2848 - 2546 - Guideline for Security of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08
Financial Institution Business Act, 2008

베트남

The Law on Consumer Protection(2011)
Credit Institution Law
Banking Regulation Act, 1949

인도

Consumer Protection Act 1986(revised 2017)
Information and Technology Act 2008

자료: OTORITAS JASA KEUANGAN, https://www.ojk.go.id; Bank of Indonesia, https://www.bi.go.id;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 Bank of Thailand, https://www.bot.or.th; Reserve Bank
of India, https://dbie.rbi.org.in; State Bank of Vietnam, https://www.sbv.gov.vn/; NSC 홈페이지, http://
www.nsc.com.v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11. 5)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섯째, 통신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문제는 신남방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금융산업에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와 법률의 문제점
을 지적하거나 이의 완화 및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의 진출이 문제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성
립하여야 한다. 첫째는 기존에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간 지배구조가 분리되는
은산분리 혹은 금산분리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정보통신 및 언택트
기업이 핀테크를 통하여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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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신남방 국가에서는 은산분리 문
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신남방 국가 5개국 중 인
도네시아는 은산분리가 명확하게 준수되지 않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에 이미
소비재산업이나 소매업을 하는 기업들이 은행업이나 유사 예금취급업을 담당
하는 기관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굳이 이슈가 되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금융
이외의 타 업종 기업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규제
나 감독 측면에서 큰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대형 자
동차 그룹인 Astra International은 계열사로 은행 순위 10위인 Bank
Permata를 소유하고 있었다.50)
한편 나머지 4개국에서도 이 문제는 두 번째 이유로 인하여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즉 정보통신 및 언택트 기업이 핀테크를 통하여 금융시장에 진출하
려는 시도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전자
상거래 기업들의 현황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들 국가의 전자상거래 업체 혹은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본업의
확대를 위하여 현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어 굳이 핀테크에 집중할 필
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세안 내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성공한 그랩(Grab)
이나 고젝(Go-Jek)과 같이 아세안 여러 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을 장악한 경우
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이들 전자상거래 기업은 독과점 형태를 완전하게 이루
거나 시장 장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으
로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자회사를 설치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려
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가 본업에서 다소 생소한 업무인 금융
50) 2019년 자산 기준 10위의 은행이다. 2020년 5월 태국의 방콕은행(Bangkok Bank)이 Bank
Permata의 지분 89.1%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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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아세안에서 매우
성공적인 온라인서비스인 그랩이나 고젝의 경우 본업에 필요한 결제서비스 정
도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태국, 말레이시아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자본의 금융진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부 기
술 기업의 자회사가 PG 등 지급결제서비스업 진출 정도만을 허용하며, 은행
건립 등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28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제6장
신남방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2. 핀테크 활성화 정책 및 전략

신남방 주요 국가의 핀테크 서비스는 최근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낙
후된 기술 수준이나 부족한 통신인프라 및 미비한 법과 제도, 인적 능력 등
으로 그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면에
서 우수하고 활용도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정비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 및 정부가 신남방 국가들과 향후 핀테크 부문에서 협력하거나
진출할 경우 이 서비스가 비즈니스 면에서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
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서비스가 사
용하는 기술은 현지의 경제 수준 및 인프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둘째,
핀테크 기업은 현지의 복잡한 금융 및 통신규제, 소비자보호 등의 다양한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한다. 셋째,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기업은 장단기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넷째, 핀테크 서비스의 사업적인 측면과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은 한국 핀테크 기업
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지 파트너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
된다. 핀테크 서비스는 현지의 금융 및 지급결제 관습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진출 국가 및 지역 선정에는 각국의 시장구조 및 지급결제 인프라, 관습
과 정부 규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들 국가는 ICT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선별적인 진
출이 요구된다. 특히 인도와 같이 한국과 경제규모나 문화적인 차이가 큰
나라에는 현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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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공공기관은 신남방 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에 다
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 핀테크 기업과 현지 기업간의 상호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고, 현지 금융감독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간의 로드쇼나 기관간 워크숍
및 현지 직원들의 초청 연수 등을 통하여 국내 핀테크 사업을 이해하고, 현
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이 대부분
저소득국가이고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 핀테크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핀테크 진출을 위한 정부의 ODA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
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
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
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
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
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
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
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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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가. 한국과 신남방 국가의 협력 가능성
핀테크 서비스는 최근 들어 신남방 국가의 디지털경제 확대로 인하여 그 수
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경제 및 핀테크의 중요
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무
역, 금융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핀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또
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성도 개선할 수 있다. 더욱이 2020년 전 세계적인 코
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금결제방
식으로 핀테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남방 국가들의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증가
에 비해 현지의 기술수준, 통신인프라 등은 낙후되었거나 부족하고, 법과 제도
의 정비 및 개선도 부족한 상황이며, 인적 능력 역시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핀테크의 기술 면이나 비즈니스 모델 면에서 이들 국가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상태이다. 우수한 통신인프라에 기초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관련 법과 제도 및 규제 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한 계량 지
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우수한 통신 및 기타
인프라에 기초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제도상에서도
이들 국가에 비하여 매우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활용도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핀테크 분야는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진출⋅협력에 따라 아세
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매우 우수한 기술과 사업모델로 인해 신남방 국가들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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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 수요 역시 높은 상황이다.

나.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성공 요건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남방 국가 핀테크 진출은 매우 다양한 형
태를 가질 수 있다. 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단순한 금융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직접 현지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의 핀테크 분야 신남방 국가 진출 및 현지와의 협력이 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성공 사례는 뚜렷하지 않다. 이는 아직 많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사업성 확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국
내기업들이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신남방 국가들과 향후 핀테크 부문에서
협력하거나 진출할 경우 이 서비스가 비즈니스 면에서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서비스가 사용하는 기술은 현지의
경제 수준 및 인프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 제2장에서 설명한 핀
테크의 성격에서 도출되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는 기
본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급되
어 있는 ICT 인프라에 따라 활용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남방 국가들은 국가간 1인당 소득이 매우 차이가
나고, ICT 인프라 수준도 상이하다.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CT 인프
라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국 혹은 각 도시의 인프라 현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활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신남방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유선인터넷 수준과 인도네시아의
유선인터넷 수준에 관련된 인프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때문에 이들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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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수준에 적합한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이나 유럽 국가
들과 같이 유선 인프라가 많이 보급된 국가에서 필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무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된 베트남과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현재 4G
서비스가 일반화된 국가에서의 서비스와 3G 서비스가 일반화된 국가에서의
서비스 종류가 다르게 된다.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거나 현지기업과 협력하려는
기업들은 현지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현지 진출을 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 처음에는 가장 간과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첨단 ICT 기술에 익숙한 30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신남방 국가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시작하
는 것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핀테크 기업은 현지의 복잡한 금융 및 통신규제, 소비자보호 등의 다양
한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남방 5개국들은 대체로 다
양한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구를 구축하고 발전해왔으며, 대부분이 아직까지 권
위주의적인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고 금융감독 역시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금융시장에서 독과점문제를 심하게 겪어온 국가들이기 때문
에 인프라서비스에 해당되는 지급결제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부문에 외국기업
의 진출이 쉽게 허용되지 않거나, 일부의 지분만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들
도 있다. 이 경우 유통업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계열사로 거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에 진출할 경우, 이들과의 필연적인 경쟁을 고려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한 기업과 경쟁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 백화점과 관련된 부문에서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국내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게 된다.
한편 베트남, 라오스 등은 사회주의체계하에서 지급결제와 은행이 매우 적
극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규제와 감독이 사업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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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때문에 이들 법과 규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점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규제와 감독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사회주의 국가나 개도국 현실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매우 당연하다. 때문에 진
출 기획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기업은 장단기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핀테크 업종은 단기간에 수익성을 얻기 쉽지
않은 부문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수요가 발
생하기 전에는 수익성을 얻기 어렵다. 일차적인 인프라 구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사용자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테크 서비스는 관련 ICT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들 신남방 국가의 현재 ICT 인프라 수준을 고려
할 때 단기간에 이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이는 핀테크 사업이
단기간에 전국적인 대형 서비스로 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사업의 수익성 확보 및 확대는 장기간에 걸친 ICT 인프라의 확대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을 유의해야 하며, 이는
특히 국내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이들은 일정규모
의 장단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사업이 장
기적인 수익성은 높으나, 단기적인 적자가 많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리 갖고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나 자금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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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게 된다.
넷째, 핀테크 서비스 도입은 사업적인 측면과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에 기반시설인 ICT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큰 산업이다.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일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이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이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포용성 개선
효과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신남방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더라도 참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창출하면서 공공성을 잃을 경우 커다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공공적인 측면은 협력 기업 혹은 진출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적인 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현지 정
부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서비스의 비즈니스적인 사
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크게 부각이 된다면 양국 정부의 협력을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신남방 지역 공공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과 많은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많은 사업들이
한국정부의 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핀테크 사업이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으로 성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 한국정부의 ODA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다. 비록 본 사업
의 수행과정에서 ODA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도, 파일럿 사업이나 타당
성 분석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한국의 경제규
모에 적합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의 국가로서 이에 합당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불가능한 수준이며, 현실을 고려하여 적
절한 수준의 공공부문 지원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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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정책 및 전략
가. 핀테크 기업의 선택 전략
1) 개요
핀테크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등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는 20세기 초 온라인 전자결제를 주도하였던 PG 업
체나 최근에 활용되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모두 국내의 작은 벤처기업들이
시작한 것이다.
물론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은행도 핀테크 부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측면의 현지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현지의 정부와 금융감독기
관들은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과 은행의 진출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핀테크가 지급결제나 자금공급 등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으로 외국의
대기업이나 대형은행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일반 제조업 기업들이나 기타 서비
스 기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일반제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설비를 구축한 후 필요한 상품을 생산한다. 다만 대기업 하청기업인
경우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시설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비스업
의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를 현지에 적합한 서비스로 전환하여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국내에서 상당기
간 검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지 사업화 준비를 한 경우이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기업은 초장기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이를 한국 국내에
서 시작하여 성공한 업체들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가 국내에서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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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들 기업은 대체로 국내사업 활성화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해외에 급격하게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익숙하지 않은 국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처음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세계적인 혹은 국제적인
사업으로 선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사업성공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국제
화 준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2) 진출 방식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
로 구분된다. 첫째 방식은 한국기업이 해당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이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
째 방식은 한국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지 파트너를 설정하고 이
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지에 국내 핀테크 기업과 현지기업간 합작 현지법인
을 설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한국의 기업들이 현지 핀
테크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지의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인정
하되 단순한 지분투자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것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현지 진출과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방식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내 투자 기업이 현지 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다 우수한 국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직접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핀테크 기업의 현지 진출은 두 번째 방식이 선호된다. 핀테크 서비스는
현지의 금융 및 지급결제 관습과 연관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
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현지기업이 현지에서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국내
기업은 현지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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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제안되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에 사용되는 기술은 대체로 첨단 ICT 기
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현지 비즈니스는 현지 파트너에, 국내
기술 기업은 기술 제공에 집중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협력 및 진출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현지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앞
의 여러 신남방 국가에서 같이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기업들이고 미래
수익성이 높지만 이러한 수익성이 장기에 걸쳐 확보되는 경우이다. 또한 신남
방 국가들은 대부분 투자자금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도 상당 수준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금 모집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접 미국증
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인도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외국자본을 투자유치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국내 핀테크 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자금의 투자처로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의 안
정성이 확보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방식이 연결되는 것이다.
현지기업과 국내기업이 협력하는 진출 형태는 현지 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사
업 안정성 우려나 독점성 우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추천되는 방식이다. 핀
테크 사업은 지급결제나 자금공급 등 일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현지 정부가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지기업과의 협력 시 어떠한 기관 혹은 기업과 협력할 것인지 결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때 현지 금융기관에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이 있고, 일반 비은행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각국
의 현황과 규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은행 중
심의 금융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은행을 통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보다 원활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유연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비은행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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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 지역 선정
아세안 국가들은 ICT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
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서비스 진출 전략이 수립되
어야 한다. 또한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전자결제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출 지역 선정에 있어서 현지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 정부 규제 등의 차이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지에 이미 많은 유사 분야의 경쟁기업이 존재할 경우 국
내기업의 진출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산업
의 규제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의 감독기관과 규제 방식,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론칭이나 활성화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서비스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의
상거래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 핀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상거
래 대금 결제 및 소액 송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상거래 문화에 대한 이
해는 필수적이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이 아세안 진출을 고려할 때 개별 국가 진출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대도시들을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미리 수립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핀테크 상품
을 제공하기보다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품루프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
타 지역 등 대도시 등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차례로 시도하여 시장수요에 적응
하는 방식이다. 즉 아세안 내에서 주변국과의 사업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핀테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정말로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 인도는 너무나도 국토가 크고 지역간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진출 시작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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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핀테크 서비스를 해외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국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때 이들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지원을 요구할 수 있
다. 현지의 많은 핀테크 서비스는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금융포용정책의 일환
으로 시행되는데 현재 개도국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하여 국내 ODA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남방 국가들의 금융접근성 개선의 목적으로 이
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ODA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 ODA 사업 담
당자들과의 협력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나. 핀테크 기업의 진출·협력 지원 정책
1) 주요 프로그램
가) 양국 이해도 증진
한국 핀테크 기업의 현지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
의 핀테크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지 진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
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 획득이나 사업 추진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지
핀테크 기업들과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지 기관들의 국내 초청
을 통한 서비스 시범 이용, 국내 서비스 업자들과의 워크숍이나 미팅 등의 행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핀테크 서비스 이해도 증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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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지 파트너 기업들의 규모나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
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기 쉽지 않다. 이들 기업이 국제 관련 사
업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현지 기업인들 대상 워크숍이나 홍보 행사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국내 초청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나) 현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핀테크는 금융과 ICT 부문의 결합상품이다. 금융부문은 진입규제가 매우 심
한 산업이므로 진출국 혹은 협력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
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간 핀테크 사업자들이 현지 금융감독기관과 접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핀테크 사업자들이 잘 알려진 금
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에 특화된 중소기업일 경우 이 문제는 더
욱더 커진다.
때문에 한국기업의 핀테크 진출 시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지원이 매우 중요
하다. 현지 금융감독기관을 큰 무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국내기관은 국내 금융
감독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이들 국가의 감독기관 직원들이 핀테크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감독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더욱이 대부분의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도입의 이점을 누리는 집단이 아니고 더욱더 일이 많아지거나 힘들어지는 집단
이 된다. 때문에 이들은 핀테크 기업의 활성화나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쉽다. 특히 새로운 기업에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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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지 금융감독기관 직원에게 핀테크 도입의 이점과 강점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핀테크의 추세를 이해
하고 이것이 민간부문 중심의 금융서비스이며, 특히 은행이 아닌 비은행, 비금
융기관의 핀테크 진출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관련 기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지 금융감독기관 직원들간의 워크숍이나 현지 직원들의
초청 연수 등을 통하여 국내 핀테크 사업을 이해하고,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의 상당수는 저소득 국가들로 금융포용성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금융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정부의 주요 금융포용성 개선 정
책 컨설팅이나 금융발전 컨설팅 등에서 핀테크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국내기업
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한편 핀테크 사업은 현지 디지털 분야의 적합한 인력이 제공되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현재 신남방 국가들의 디지털 분야 인력 수준이 한국에 비하여 크
게 떨어지는 수준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만,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 인력 교육프로
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이나
지원사업에 핀테크 관련 강좌를 추가하여 개도국 공무원이나 금융감독기관 직
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핀테크 관련 법과 규제의 제정 및 개정 협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신남방 국가는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와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 비은행기관이 시도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때문에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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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관련 인허가 및 감독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아세안 내 주변국 및 한국의 관련 법률을 비교하고 분석
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 및 연구기관들은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관련 법을 만들고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먼저 기존의 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개정 또는 한국식의 「전
자금융거래법」과 같은 법률 등을 신규로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에서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신남방 국가가 경제통합이 지속되고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들 핀테크 서비스 역시 여러 국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 국가
의 규제와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아세안 국가의 감독기관과 진
출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세안 내 규제 동조화 개선 작업이 수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각국간의 규제와 담당기관이 상이하다면 국내 기
업의 진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 지원 주체와 방식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이를 주관할 기관이 필요하나 현재에는 그
활동이 미비하다. 기본적으로 핀테크는 ICT와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되고, 이들 기관 산하 공공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ICT 인프라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 기관 담당이고, 금융 관련 정책은 금
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 담당이다.
앞서 제시한 각종 정책들은 현재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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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 국가들의 금융포용성 개선 정책 컨설
팅은 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이루어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이와는 독
립적인 ODA 집행 부서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이때 이들 기관이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핀테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발전 정
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결제나 PtoP 서비스, 오픈뱅킹 플랫
폼 등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국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국내 감독규정 정비 및 개선에 집중하
고 있다.
한편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과 협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
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관련 직업이 해
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담당할 주체는 없는 실정이다. ICT 기관 해외진
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
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에 더욱
더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핀테크 기업을 지원할 수 있
는 중소기업부는 실제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이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DA 사업을 담당하는 KOICA는 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개장한 한국 핀테크지원센터가 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분야 실적이 별로 없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핀테크지원센터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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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cent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of Five Major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Korea to Enhance the Future
Cooperation:
India, Indones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
Choong Lyol Lee, Jong Ha Lee, Sun Ho Lee, Sung Beom Kang

The spread of the Internet, the introduction of mobile devic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financial
industry. Starting from long-distance non-face-to-face transfer of funds,
asset manage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redit analysis using big
data, etc., the financial industry has changed substantially for the past
few years and finally, fintech, a combined word of finance and technology,
become a common terminology.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fintech as a major secto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currently promoting the fintech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implementing several practical policies such as suggesting fintech promotion
activation plans and establishing a new organization called Fintech Center
Korea. Meanwhile, as fintech industry expands, several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ng system stability begin to
show up,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is area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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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ed a new phas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as
created, an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began to be more
emphasize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cent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ies in five major countries of Indonesia, Malaysia, Thailand,
Vietnam, and India in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and to g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of Korea to improve the fintech
industry of these countries. For this purpose, newly developed fintech
products and business models as well as the financial industry and ICT
infrastructure of these countries were examined.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d are given as well.
It shows several important observations as follows. First, several
electronic payment services applying plastic cards or online software
have been used as retail payment means for these years. Second, account
transfer services through online banking and mobile banking services
using the Internet have been provided in most countries. Third, some of
the loan-related services in online banking are provided, and securities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are found to be actively conducted in all
countries. Fifth, while fintech companies emerged from the early 2000s,
their development speed had been very slow for years and they became
active in the late 2010s. Sixth, fintech companies in these countries
actively are using financial resource from not only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foreign investors to secure investment. Seventh, while Vietnam
was the latest to introduce fintech services among these five countries, its
development speed was very fast.
Meanwhile, applying our own definition of fintech indexes to these
countries, it is shown that as of 2019, Malaysia and Thailand ranked the
top among the five countries with almost similar scores. Vietnam,
Indonesia, and India followed in that order. Looking at the changes in
each country's index in 2010, 2015 and 2019, Malaysia, Thail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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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during this period, while India and
Indonesia did not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n fintech companies closely work
with local partners if they want to enter the markets of these countries.
This is because fintech services are closely related to local finance and
payment customs, so it is not easy for Korean companies to penetrate the
local market independent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se countries
do not have sufficient ICT infrastructure nationwide and they did not
have capable human resource. It is advisable that they should take care of
differences in market structure, payment infrastructure, customs and
government regulations, etc. of each country to select the country and the
product to launch there.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may implement various
supporting policies for Korean fintech companies. For example,
program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n fintech
companies and local companies can be carried out. Active programs to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are also
recommended. More specifically,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on-site
support through roadshows, inter-agency workshops, and invitational
training of local regulatory agency employees. Also, the government's
ODA project for these countries can also be promoted considering that all
of these five countries are low-income countries trying to improve financial
inclusion.
Meanwhile, it is very important to reorganiz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Fintech of the New Southern countries or to conduct research
projects on them. For example,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various
related laws such a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necessary for providing fintech services, and the
coordination of these regulations can be carried out through the OD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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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charge of these policy action
should be established. Currently, their assignments were segmented into
several institutions on ICT promoting institutions, export promoting ones,
SME developing ones as well as financial service supervising and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to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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