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핀테크 현황

세계 각국의 신용거래(cashless)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신용

결제보다 현금사용이 더 일반화되어 있어 방일 외국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

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일 외국인의 결제 편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거래를 높이려는 시책들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계는 지금 

‘Apple Pay’를 비롯한 컨택트리스 결제, ‘Alipay’. ‘WeChatPay’, QR코드 결

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일본의 신용결제 마켓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보임

 일본 정부가 신용거래를 추진해야 하는 목적 3가지

  일본 정부의 신용거래 추진은 인바운드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현금 처

리 비용 감소, 개인의 거래 내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방일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상업 시설, 

숙박 시설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100%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일본이 신용거래 후진국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거래

를 높여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래 편리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특히 도쿄올림픽 대비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각 매장의 인프라 정비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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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

연 구 자 금융보안원 발표일  2015.9

개  요

□ 배경

o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사례 분석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

부국가 사례에 편중

※ 그간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핀테크 서비스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아

시아 지역의 핀테크 서비스는 거의 소개되지 않음

o 이에, 아시아권 유망 핀테크 서비스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社사의 해외 핀테크

사례의 다각도 분석을 지원하고자 함

<결론> 

o 아시아권의 주요 핀테크기업은 자국 내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진출의 의욕

이 강함

  - 대부분 서비스가 자국을 중심으로 인도·유럽·미국 시장을 목표로 해당 지역

의 금융기관들과 활발히 접촉중인 것으로 확인

  - Ping Pay와 같이 개발은 싱가폴, 서비스는 인도에서 진행되는 제휴사례 존

재

o 국내 상당수의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와 관련된 것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폭

이 상대적으로 폭넓음

  - 각국의 금융환경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성향이 강한 바, 결

제이외에도 뱅킹, 투자, 자산관리등에 균형있게 분포

o 블록체인과 같은 전자화폐 기반기술은 화폐영역을 벗어나 송금, 투자 등 다양

한 금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 중

<시사점> 

 

o 국내 금융권, 핀테크기업도 아시아권의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은 물론 해외진출방안까지 적극적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o 아울러,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관리기법의 경우, 보안수준이 높고 전자화폐

이상의 서비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바 송금·결제는 물론, 보안인증까지 다양한 

금융분야의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



 1.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제    목  2. 일본의 핀테크 최신동향(日本の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

연 구 자 KPMG 발표일  2016.10

개  요

- JPX가 분산 대장 기술에 워킹 페이퍼를 공표. 

2016년 8월 30일 일본 거래소 그룹(JPX) 일본 아이비엠 주식회사(일본 IBM),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 (NRI) 및 카렌포트 주식회사 등과 실시 해온 블록체

인 / 분산대장기술(DLT)에 관한 실증실험(PoC)의 결과를 워킹페이퍼로 공표했

다. 일본IBM은 Hyperledger를 이용한 PoC, NRI 및 카렌항구사와 Ethereum 계

의 '컨소시엄 / 개인형'DLT 규격을 이용한 PoC하고, 둘 모두 국내 금융 기관 6

개사가 참가했다.

- 일본은행, 제1회 FinTech 포럼을 실시 - 정보보안을 테마로 

 2016년 8월 23일 일본은행(BoJ)은 정보보안을 주제로 제1회 FinTech 포럼을 

개최했다. 주요 금융기관과 핀테크 벤처, IT 기업이 생체 인식 기술이나 블록 체

인을 이용한 금융 시장에서 안전 대책에 대해 강연 및 회장과의 Q&A를 실시했

다. BoJ는 "결제 시스템 포럼」, 「소매 결제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핀테크

를 불러 왔지만, 4월에 설치한 FinTech 센터를 사무국으로 이번 FinTech 포럼

을 실시했다.

- 일본의 금융 기관 등에 관한 주요 동향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이 Coinbase에 출자 2016년 7월 7일(현지 시간) 미국

의 가상 화폐 교환소 동전베이스는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BTMU)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 미츠비시 UFJ 캐피탈 벤

처의 미국 Sozo Ventures가 총 1,050 만 달러 (로이터 등 보도)을 Coinbase에 

출자했다. Coinbase는 2012년에 창업하여 현재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휴를 통해 Coinbase은 BTMU와 함께 아시아의 중요한 시장인 일본 시

장 개척에 지원하고 있다.



 2. 日本の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





제    목 3.핀테크의 최신동향과 이후 가능성( FinTechの最新動向と今後の可能性)

연 구 자 丸山弘毅 발표일  2016.11.9

개  요

- 현금주의. 향후거래의 전자화(데이터화)에. 자산의 시각화와, 투자 확대

- 일본 특유의 효과 일례로 금융 시장의 확대·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일본판

  금융포섭)

3.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제    목  4. 핀테크(Fintech) 시장 동향

연 구 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표일  2016.12

개  요

- 목적

   본 보고서는 핀테크(Fintech)와 관련한 기술 특징,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주

요업체 현황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를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음

 핀테크의 정의 및 특징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

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핀테크 특징) 서비스와 성격의 유형 등에 따라 Traditional 핀테크와 

Emergent 핀테크로 구분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핀테크는 Emergent 핀테크를 

지칭함

-  Traditional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 솔루

션, 금융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함

-  Emergent 핀테크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 금

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4.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제    목 5. 확대되는 핀테크 사업의 지평(広がるFinTechビジネスの地平)

연 구 자 服部直樹 발표일  2017.6.9

개  요

○ FinTech의 주요 분야 중 본고에서는 ① 금융 기관 업무 지원, ② 보안, ③ 

자산 운용, ④ 주택 금융, ⑤ 대출 5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최

신 동향을 소개한다. 

○ 각 분야에서 ① 소셜 데이터 분석, ② 범용 디지털 ID, ③ 로보 어드바이저 

2.0 ④MortgageTech 주택 자산 투자, ⑤ 안반쿠토 대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 FinTech 사업은 기존의 대형 금융 기관의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

후 유망한 스타 토앗뿌 기업에 대한 제휴 나 인수의 움직임이 가속 될 수 있다.

 이처럼 FinTech 사업은 신생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 분야에서 매일 새로운 제

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FinTech 사업은 기존의 대형 금융 기관의 진출이 

최근 1 ~ 2 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생 기업이 대기업 

금융 기관의 IT 벤더 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 한 FinTech의 각 분야 중 금융 기관 업무 지원 보안 분야의 

생체 주택 금융 분야의 MortgageTech을 다루는 신생 기업은 물론 주요 금융 

기관에 대한 기능 제공을 주목적으로하는 BtoB 유형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

편, 보안 분야의 범용 디지털 ID 자산 운용, 주택 금융 분야의 주택 자산 투자, 

대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신생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toC 

유형의 전략이 많다.

향후 이러한 BtoC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금융 기관에 의한 기술과 시장

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제휴 나 인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망한 신생 

기업에 대한 제휴 나 인수를 실행하기 위해 어느 때보 다 속도감있는 의사 결정

이 요구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5. 広がるFinTechビジネスの地平



제    목 6.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연 구 자 이광성 발표일  2017.11.11

개  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디지털결제 비중은 여타 국가들

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현금 선호 성향

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 두고 일본 정부는 디지

털결제 비중을 현행 수준의 약 2배인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표방함. 이러한 

계획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결제시장의 분할현상

(fragmentation)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향후 일본 정부가 디지털결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제수단 및 

사업자별 진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결제시장의 분할현상

(fragmentation)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최근 일본 금융청이 2018년부터 결제와 송금 서비

스에 대한 규제를 현행의 업종별 규제 방식에 서 단일 법률의 제정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전
환하는 계획을 밝힌 것도 시장분할 심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6.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제    목
7. 일본의 핀테크 동향에 관한 고찰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연 구 자 志波和幸 발표일 2018.1.31

개  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FinTech는 "Finance(금융)」과 Technology(기술)"을 

합쳐놓은 조어로, 일반적으로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킨다.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

로 제임스 다이몬(JP 모간 체이스 CEO)에 따르면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편지에 "Silicon Valley is Coming"는 FinTech 기업이 기존

의 대형 금융기관에 위협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FinTech 관한 서적·잡지들이 속속 등장

하였고 2016년 IT업계의 버즈워드로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3년이 지난 FinTech기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대처 상황

을 보고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투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에 대해 

탐구한다.

7.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제    목 8.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5.0>과시사점)

연 구 자 장우애 발표일 2018.8.4

개  요

 □아베정부는 ’17.6월 성장전략 로드 맵을 제시하며 ‘Society5.0’ 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제창

ㅇ ‘Society 5.0’은 ’13년부터 고안된 성장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가운데 등장 한 

개념으로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中 ‘성장전략의 2017년 버전’ - ’13년 아베정

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①통화정책, ②재정 정책, ③성장전략 ‘세 

개의 화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경제정책(➀통화정

책, ➁재정정책)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➂성장전략을 추진하

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방침

ㅇ ‘Society 5.0’은 4차 산업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를 구현

함으로써 고령화, 구인난, 자연재해, 공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자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성장 로드맵 - 기존 전략들과 달리 사회 경제 패러다임 

전환(Society 5.0 사회구현)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기할만한 점

 □ 일본이 성장전략 수립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취사선택

(取捨選擇)하여 우리경제‧산업 전략수립에 참고 할 필요

8.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5.0>과시사점)



제    목
9. 일본의 핀테크와 가상화폐에 관한 최신동향 

日本におけるFinTechと仮想通貨を巡る最新動向)

연 구 자 岩下直行 발표일 2018.6.30

개  요

 □ 일본의 금융 기관에 기대되는 대응

① 금융업계는 1970년대부터 IT화에 대응하며 IT기술을 중요한 경영자원의 한 

부분으로 편재시켜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 현장에서는 "본래 IT가 가진 능

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현재 금융 IT기술들은 안정성과 가용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반면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지 관리 및 제도 지원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본래 혁신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권고해오던 IT기술이 오히려 혁신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③ 현재는 주류라고 말할 수 없는 기술 체계에 의존하는 계정계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주류가 된 새로운 기술체계의 활용에 경영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④ IT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9. 日本におけるFinTechと仮想通貨を巡る最新動向)



제    목
10. 핀테크 가상화폐 비지니스의 최신동향 

FinTech，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연 구 자 岩下直行 발표일 2018.6.30

개  요

 FinTech (이하 핀테크)의 출현형태로 나타난 가상통화(암호화 자산)은 2016년

부터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등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세에 큰 영향을 받아 폭락을 하거나, 여러 다양한 범죄 등으로 연결

되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와 가상통화를 양 주제를 가

지고 최신 동향을 고찰한다.

10. FinTech，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제    목 11. 무현금 사회 로드 맵 2019(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2019) 

연 구 자 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 발표일 2019.4

개  요

 “캐시레스 로드맵 2019”은 세계의 무현금 사회의 동향과 이제 이러한 움직임

에 동참하기 시작한 일본의 무현금 사회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무현금(신용

결제)사회 즉 10년 후의 '무현금 사회의 미래상'을 제기하고 소비자, 가게, 결제 

사업자, 행정·지자체 등 모든 관계자가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촉진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배경 및 목적] 

 일본의 캐시리스에 사회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산업 성

이 2018년 4월 11일에 발표 한 "캐시레스 비전 1"과 내각관방성이 2018년 6월 

5일에 발표 한 "미래 투자 전략 2018 '이 근간으로 존재한다.

11. FinTech，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제    목
12. 중국 핀테크 최신동향에서 본 일본의 시사점 

中国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と⽇本への⽰唆

연 구 자 李智慧 발표일 2019.6.18

개  요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스마트화·디지털화에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방침 1] 출자나 제휴 등을 통한 FinTech 기업들의  

4대 메이저 은행과 FinTech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사례 이외, 中信銀⾏이 

百度와 합병하여 다이렉트 은행인 "百信銀⾏"설립하는 등 제휴사례가 늘고 있다.

【방침 2] 스스로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고도화 도모 

招商銀⾏은 FinTech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여 솔선하여 微信銀⾏, 스마트폰 앱

을 도입하고 고객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고객 확보 등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12. 中国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と⽇本への⽰唆



제    목 13.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연 구 자 김보경 발표일 2019.8

개  요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자 혁신적 서비스의 촉매제가 되면서 서비스 (enabler) 

산업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

다. 서비스 테크란 Io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양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 능력도 

향상되어 기존 서비스 모델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에 성공한 주요 한국 스타트업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테

크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데이터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경영관리산업이미래유망서비스산업으로주목받고있어이

를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시장선점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가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에 성공한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들은 클

라우드 및 모바일을 주요 인프라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AI)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개인화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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