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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 보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

# 장면 1. 50대 초반의 김 모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

의 생일이 바로 내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오늘 아침 가

족의 식사 자리에서 알아챘다. 지난해에도 아들 생일이 지난 후에 부랴

부랴 선물을 챙겨줬던 기억이 떠올랐기에 이번에는 그냥 간편하게 아들 

녀석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돈을 보내주려고 생각했다. 시

차를 먼저 확인하고, 깨어 있을 듯해 곧바로 메신저로 말을 던졌다. 거

의 매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사

실이다. 메신저를 통해 곧바로 200캐나다달러를 보내줬다. 아들 녀석이 

감사 연발이다. 대학 내 은행이나 학교 근처 은행에서 오늘 중으로 찾을 

수 있으리라. 

  예전 같으면 해외에 송금할 때 보통 3~4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

수료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메신저를 통한 P2P 송금이 보편화되었

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어느 나라든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를 통

한 직접 송금이 실시간 이뤄지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달의 이슈 I 01

I  이달의 이슈

이 근 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장       

keunju.lee@daum.net

•경력: 전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뉴욕지점 IT 매니저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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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2. 10년여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호기롭게 창업했지만 아직까지

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최 모 사장은 최근 될 듯 말 듯

한 거래 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사업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거래처에서의 입금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당장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1 금융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는 처지여서 고민 끝에 최 사장은 P2P 

대출 마켓플레이스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까다롭지도 않고, 사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

도 아니어서 최근 P2P 대출은 동료 사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것이 사

실이다. 절차도 간단하고, 의사결정도 빨라서 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그다지 주저하지 않았다. 

# 장면 3. 예상치 않은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긴 주부 김 모 씨는 이 돈

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위험도 높지 않고 수익은 은행보다 훨씬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신개념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마음먹었

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은 있어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적은 

금액도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자문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로봇은 점점 더 똑똑해져 낭패를 볼 위험도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안심하고 있다. 

  이런 광경은 모두 지금 또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로 가능한 일이다. 소위 ‘천송이 코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다양한 ‘페이(Pay)’ 서비스

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서비스는 모두 스마

트폰으로 매우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금융

(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의 대표격이다. 설령 

핀테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생활 

속에서 ‘핀테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핀테크에는 결제 분야를 시작으로 송금,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금융 생활에서는 

핀테크를 보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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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까지 망라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어디선가 개발되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핀테크는 왜 부상하게 되었을까? 우선 기술 환경적 측면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술’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 PC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CPU의 처리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

가고 있다. 하드웨어 저장장치의 용량도 마찬가지다. 용량은 팽창하고 

있지만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손 안의 컴퓨터’라

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성능은 예전의 PC에 못지않

을 정도가 되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커넥티드

(connected)’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한 ‘걸어 다니는 컴퓨터’를 누구나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는 굳이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PC를 앞에 두고 ‘무엇인가’를 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도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 이

후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소비자는 ‘은행(Bank)’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즉 ‘뱅킹(Banking)’을 원하는 것

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히 기술의 진화, 스마트폰

의 보편화 등과 맞물려서 수많은 기술업체와 스타트업이 예전에는 생

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대형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 서비스의 하나하나를 수많은 기술업체와 스타트업

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은행의 ‘언번들링

(unbundling)’이 가능해질 정도에 이르렀다. 즉, 기존 대형 은행의 기능

을 수많은 스타트업이 제각각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들의 총합으로 대

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젊은 층, 즉 ‘밀레니얼 세대’들이 은

행에 가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

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변동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1. 핀테크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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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자리를 잡은 긴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투자

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기는 2010년이다. 전문 조사업체

인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당시 성사된 벤처캐피털(VC) 투자 거래 

건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전역에서 핀테

크 기업들에게 한 번이라도 투자한 VC는 1,252곳이며, 투자 거래 건수

는 1,84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분기까지 누적된 투자 금액은 

2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테크를 보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

<그림 1> 은행의 언번들링

2. 핀테크로 

     몰리는 투자 

CB인사이츠, 2015.11자료

<그림 2> 핀테크 분야의 분기별 투자 추이: 2012년 1분기~2016년 1분기

피치북, 2016.04 자료

Q1
2012

$462.6M

57

$259.8M

55

$551.1M

60

$337.8M

52

$429.9M

66

$600.2M

109

$265.6M

66

$978.1M

106

$1.34B

104

$1.90B

126

$1.77B

96

116

$1.59B

118

$1.95B

114

$3.70B

$1.25B

102

$1.80B

106

Q2 Q3 Q4 Q1
2013

Q2 Q3 Q4 Q1
2014

Q2 Q3 Q4 Q1
2015

Q2 Q3 Q4 Q1
2016

Total Capital Invested Deal Count

VC Activity in Fintech

$1.38B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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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핀테크 투자에 최근 중국이 가

세하면서 그 중심축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핀테크 분

야 전문 조사업체인 CB인사이츠(CB Insights)와 컨설팅업체인 액센츄

어(Accenture)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글로벌 시장의 핀테크 투자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북미 지역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태 지역

에서의 투자 금액은 북미 지역에서 기록한 45억 8,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유럽에서의 투자 금액인 18억 5,000만 달러보다 다섯 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올해 7월말까지 아태 지역의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15년에 기록한 42억 6,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96억 

2,000만 달러에 이르면서 핀테크 벤처 투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 견실한 생태계가 조성되거나 주목받는 곳은 어디일까? 

또 한국은 핀테크의 허브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까? 컨설팅업

체인 딜로이트(Deloitte)가 세계 21개 글로벌 허브의 핀테크 분야 현황

을 점검하는 보고서(Connecting Global FinTech: Hub Review 2016)

에 따르면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미국의 뉴욕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홍콩 등이 선두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들 선두

권에 다소 뒤진 두 번째 그룹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수료수익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금융 산업 

환경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은 만

만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유

형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인들을 천송이 코트로부

터 멀어지게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됐던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한 간편결제는 십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각축

3. 국내에서도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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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핀테크 투자금액 추이: 2010~2016년

액센츄어, CB인사이츠, 2016.08 자료

거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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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이며 생활 속의 금융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맹점 단말기 없이 구매

자와 판매자 간에 스마트폰만으로 매매 대금 결제가 가능한 NFC방식의 

‘폰투폰 결제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의 적용을 검

토 중이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P2P 대출이 낯설지 않은 

일상적인 금융 용어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

화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개인 소액투자자

도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저가의 수수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게 되어 금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4월에 출

범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 14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곧 

200개 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숫자의 증가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별 풀뿌리 핀테크 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

작했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활력 있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은행들도 핀테크 스타트업

을 경쟁자가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협력 모

델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시장

의 건전한 발전의 틀을 제공하는 금융 당국이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움직임에도 함께 호흡하려고 애쓰

며,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핀테크를 보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

<그림 4> 글로벌 핀테크 허브 비교 

딜로이트, 2016.09자료

지수 성능 점수(Index Performance Score)가 낮을수록 핀테크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라는 의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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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효과가 크다지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진화, 발전이 쌓이면서 더 소비

자 중심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기존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 당국 등을 포함한 모

든 이해 관계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핀테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 조성된 카나리 워프와 같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 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골목 

상권이나 서민의 소비지출 현황 등을 분석해 공공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이해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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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달의 이슈

아시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 서울

매월 말일이면 각종 공과금과 지로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

적이던 은행창구의 모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

고도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도 카드대금

이나 계좌이체를 넘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작

년 말부터 도입한 ‘간편결제 세금 납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PAYCO) 등으로 모든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주차위반 범칙금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를 통한 세금 

납부는 6만여 건, 납부 누계액은 90억 원에 달한다(서울시, 2016). 

윤 형 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younh@si.re.kr 

1.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세금 납부하는 시대 

• 오레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연구: 서울시 생활산업 육성방안 연구,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등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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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에는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있나?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받는 온누리상품권의 일부를 가상

화폐인 ‘에스코인(S-coin)’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에서 물건을 사고 온누리상품권 대신 에스코인 앱을 통해 QR코드로 결

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상인들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

행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

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에스코인과 함께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이나 중

국인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 사업을 핀테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➊ 이처럼 서울시는 새로운 금융시장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유망

산업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들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통계정보나 

자료의 한계가 있다. 핀테크 산업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핀테크

산업협회 회원사, 민간은행의 핀테크 랩에 지원한 회사의 수를 종합하면 

핀테크 관련 기업은 약 300개로 추산된다. 기업 규모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부터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5년 이내에 핀테크 관련 기업 수가 1,000여 개, 관련 종

사자 수가 50,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는 핀테크, 금융, IT 등 다양한 업종의 약 

110개 기업이 있으며, 주력 사업은 지급·결제 분야가 20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P2P 대출(19개), 송금(17개), 자산관리(14개)가 있다. 이외

에도 보안·인증(12개)과 금융 SW(8개) 업체가 있다. 대체로 결제,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송금 등 금융거래(B2C) 핀테크 업체가 많이 분포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외국에서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이 정

착되고 소매금융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이 쉽게 사업모델

로 선택할 수 있었고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

자들의 금융거래 방식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거래 형태로 변화하면서 대

형 은행들도 온라인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며 핀테크 시

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은행들은 온라인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가

입을 유도하는데, 포털사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

❶
서울시, 2016.6.30,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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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키움증권, 유진증

권 등)도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 진출했으며, 대형 포털사인 다음·카카오, 

네이버는 많은 회원 수를 바탕으로 지급이나 송금 시장과 같은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온라인·모바일 결

제 시장이 매우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삼성전자, 통신사, 유통사, 포

털사 등 대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거래 영역에 대형 

기업들이 진출하다 보니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경쟁에 직

면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금융거래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 벤처캐피털들의 투자

도 금융거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송금과 같

은 금융거래 비즈니스 모형이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되었고 안정적인 운

영시스템도 구축되었다. 국내 시장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P2P 금융 분야는 2016년 8

월 기준 업체 수가 70개를 넘어섰고, 대출취급액은 2,800억 원을 기록했

다.➋ 벤처투자업체들은 P2P 금융업의 성장세에 주목하여 관련 업체들에

게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KB인베스트먼트, 신한

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60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고, P2P 플랫폼 ‘펀

다’는 30억 원 신규투자를 유치했다.➌ 반면, 국내 및 서울의 비즈니스지

원(B2B) 핀테크는 기술개발비, 공간, 금융기관과의 연계, 해외수출 등 많

은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외부투자는 제한적이다.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비즈니스지원 업체들은 해외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  이달의 이슈

<표 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현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자료자료

주력사업 분야 회원사 수(개사)

지급·결제 20

P2P 대출 19

크라우드 펀딩 5

송금 및 가상화폐 17

자산관리 14

보안인증 12

기타 11

금융 SW 8

은행 4

계 110

❷
아시아경제, 2016.9.18

❸
현대경제신문, 20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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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및 은행협력 업체를 종합한 총 112개 핀테크 

기업들의 소재지를 분석해보면 주로 강남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3개 

권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액송금, 간편결제,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회원을 모으고 

영업을 하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회사 이미지와 투자자와의 네트

워크를 위해 강남 혹은 도심 입지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

의 강남근무 선호도가 높은데 스타트업의 특성상 직원이 회사 성장의 가

장 큰 자산이므로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

견 금융 SW 회사들과 기술 핀테크 회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 핀테

크 회사들은 저렴한 임대료, 여의도 금융기관과의 입지적 근거리, 구로

디지털단지의 IT 전문인력 활용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영등포 및 구로디지

털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

식, 가상화폐 등 핀테크 기술 업체들이 해당된다.

핀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없으면 현실적인 사업운영

이 어렵다. 일례로 2005년 국내 결제업체 ‘페이게이트’가 웹 표준을 기반

아시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 서울

3. 전후방 

    협력 관계

서울 112, 분당(판교) 12, 기타지역 7, 기타 5

영등포, 구로, 금천은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강남구, 중구는 금융거래 핀테크

핀테크 업체 136개 분포

서울시 구별
핀테크 업체 분포

<그림 1> 서울시 핀테크 업체 분포도

핀테크산업협회 제공자료, 각 은행의 핀테크 랩(Lab) 홍보자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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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카드번호와 CVC(Card Validation Code)만을 이용한 결제기술 개

발에 성공하였으나 보안성 심의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핀테크 사업은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데이터, 플랫폼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금융기업, 

핀테크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야만 가능해진다. 

  금융거래 핀테크 업체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회원 

수와 거래량을 늘리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전방에서 은행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편 소액송금 업체는 송금을 위해 은행망을 이용

해야 하고, 해외송금도 현행 외환거래법상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P2P 대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은행이나 저축은

행을 통한 우회 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후방에 있는 기술 핀테크 지원도 필요

하다.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은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부동산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수집

된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부도율 계산 후 대출여부를 결정

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은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거래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에 위치한 ‘페이콕’은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카

드결제 대행을 위해 PG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와 수기사인 본인인증을 

위해 ‘KTB 솔루션’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결제 앱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의 핀테크 산업은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까? 가장 상위층에 있

는 것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아왔

던 금융기관들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뱅크를 만들고 소액대출 시장에 진

출하여 일부 P2P 업체들과 경쟁에 나서고 있고, 증권사들도 크라우드 

펀딩 영역에 진출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들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

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핀테크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기업

은행은 2015년 11월 판교에 ‘핀테크 드림랩’을 설치하여 사무공간과 컨

설팅,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핀테크 드림 공모전에서 우

수상을 수상한 ‘㈜씨앤테크’와 ‘㈜마크마운트’, ‘㈜엑스엔지니어링’, ‘㈜희

남’ 등 4곳이 선정되어 가장 먼저 입주하였다. KB은행은 핀테크 스타트

업 프로그램으로 ‘KB 스타터스 밸리’를 시행했다. 2015년 3월 오픈한 

‘KB핀테크 HUB센터’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I  이달의 이슈

4. 핀테크 산업의 

     다층적 계층구조와 

    다양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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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멘토링, 투자 연계, 제휴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다. KB금융은 ‘터치웍

스’, ‘락인컴퍼니’, ‘센드버드’, ‘라인웍스’를 선정하여 계열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제휴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는 지급·결제회사, 금융 SW 회사, 금융

거래 핀테크 회사, 비즈니스관리 핀테크 회사, 기술 핀테크 회사로 구분

할 수 있다. 금융 SW 회사들은 과거 은행과 카드사의 금융 IT를 지원하

면서 모바일 뱅킹 관련 기술들을 축적해왔으며, 현재 금융 IT 솔루션 제

공과 더불어 금융거래 핀테크에 직접 진출하기도 한다.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P2P 대출, 송금, 해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

의 분야로 소규모나 신생업체들이 많으며 외부 투자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즈니스관리 핀테크 회사들은 직접적 금융거래

가 아니라 가맹점들에게 지급·결제, 고객관리 및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

하며,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별상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기

술 핀테크 회사는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IoT 분야 등 혁신적인 기술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융기관, 협회, 학계 등에서 국내 핀

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핀테크 산업에 어떤 육성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까? 먼저, 서울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핀테크 도시화’를 추진할 수 있다. 2000년 중후반 서울

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은행들의 경쟁력 부

족과 금융규제 등 구조적 요인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핀테크 도시화에 필요한 IT 및 모바일 인프라, 기술창업 회사의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와 물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다.➍ 올해 7월에는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XNtree)가 서울에 ‘허브아시아’를 세우고 한국 및 아

시아의 핀테크 회사를 육성하기로 발표하였다.➎ 엑센트리가 서울을 허브

설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은 ‘탁월한 기술 업체 확보, 정부의 지원, 

우수한 연결성’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강점들을 토대로 향후 허브아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글로

벌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런던과 

같이 민·관이 합동하여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아시아를 이끄는 ‘핀테

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도시화의 하나로 산업직접지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 서울

5. 서울 핀테크의 미래

    : 도시화, 집적지 조성

❹
디지털타임스, 2016.6.30

❺
경향신문,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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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은 112개이며 주로 강남, 영등포, 구로에 밀집되

어 있었다. 특히, 기술 및 금융 SW영역인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기업들

은 여의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구로디지털단지의 IT인력 활용을 위해 

영등포 및 구로에 위치하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의 기술 핀테크 분야는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중

요한 축을 담당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의도 혹은 인근 영등포구에 핀테크 집적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보

다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

는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적합할 것으

로 보인다. 집적지 조성을 통해 기존 핀테크 업체와 신생업체들을 동시

에 유치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공공데이터

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개발이 힘든 실정이

다. 서울시가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핀테크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사업모델로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 가계부’ 사업이

다. 현재는 핀테크 업체가 개인 동의를 받고 금융거래 및 잔고 정보에 접

근할 수 있지만 공과금 관련 정보에 접근권한이 없으며, 정부의 공공정

보 개방 계획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우수 

기술을 확보한 핀테크 업체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핀테크 업체는 이

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과금 납부정보를 분석하여 가계부에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가계부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금

융잔고, 카드사용내역, 공과금 등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계자금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업모델 예시는 ‘고객관리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대형유

통업체나 프랜차이즈는 고객관리와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인상점은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입하기 힘들다. 전통시장과 지

역 상인들이 고객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 핀테크 업체의 ‘터칭’이라

는 서비스는 결제 고객정보를 축적하여 개별상점이 고객관리와 마케팅

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인 맞춤형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

를 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역상권 협의회,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러한 솔루션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보급한다면 경제활성화와 더

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핀테크 테스트 

    베드(Test-b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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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시, 핀테크에 눈뜨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금융 환경과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

는 상황에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핀테크(Fintech)

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IT는 본연의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넘어 금융, 

바이오,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기 시작했다. 핀테크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기술 영역이 융합된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서울시는 전통적 금융 중심지인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대표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 사업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을 떠나는 글

로벌 금융 회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다. 서울시는 홍콩, 싱가포

르 등과 차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금융 산업 활성

화 방안이 필요했고,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춘 서울의 장점과 금융을 

결합시킨 핀테크 산업 육성이 바로 그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는 2015년 6월에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럽의 금융 중심지이자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영국의 런던을 방문했고, ‘Level39’(레벨39), ‘바클레이스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등과 미팅을 가졌다. 마침 레벨39는 아시아 진출

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레벨39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들

여오기 위해 레벨39의 운영회사인 ‘Entiq’(엔틱)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결과 엔틱

사는 양해각서 체결 1년 후인 2016년 7월에 프로그램 출시 행사를 개최

하고, 본격적인 서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생생리포트 I 01

I  생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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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상하이 등 해외 선진 핀테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의 정부 및 기

업 관계자를 만났다. 핀테크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기존 

규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 선진 핀테크 도

시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통적인 금융회사, 핀테크 회

사 관계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규제, 환

경 등의 이슈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규제자유지역

(Regulatory Sandbox)을 만들어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해외 선진 핀테크 시장의 벤치마킹만으로는 국내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 말 ‘서울 핀테크 산업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안을 마련하고, 2016년 2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핀테크 산업 자문단’은 1) 핀테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2) 국내 산·학·연 및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핀테크 산업 협력체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

로 꾸려졌다.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핀테크 기업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

금융의 미래 핀테크: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그림 1> 서울시-Entiq사 MOU 체결(2015.6.18. 런던 엔틱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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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식과 실제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면서 몸

으로 느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기존 금융 규제에는 적용되

지 않는 새로운 IT금융 융합산업에 대한 법률 전문가도 필수적이었다. 

선정된 자문위원은 총 18명으로 6개의 핀테크 회사 대표를 비롯해 기존 

금융회사, 벤처캐피털, 미디어, 연구소, 학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

문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들과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

문을 받고 있다. 이렇듯 핀테크 산업 자문단은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

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4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7개의 핀테크 기업 대표단이 함께 협

력사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듯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었다. 이 자리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논의했

고, 서울시가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핀테크 육성을 위

한 정책 방향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I  생생리포트

Ⅱ. 핀테크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림 2> 서울시 핀테크 산업 자문단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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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결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레퍼런스 구축’과 ‘금융회사와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

지 사항으로 압축됐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뛰어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

발했다고 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사업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바로 파트

너로 받아들여 줄 기업은 극소수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레퍼런스이다. 

서울시가 고객이자 파트너라는 것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마련

해주는 좋은 발판이 된다.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10여 개의 협력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검토한 후 서울 디지털 화폐 발행,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서비스 활용, 중국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카드2폰/폰2폰 

시스템 도입 등 4개의 시범 사업을 선정했다. 시범 사업은 레퍼런스가 부족

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경

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선도적인 시범 사업

을 추진해 핀테크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인구 천만 도시에서 시

범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결과에 따라 다양한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할 수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결국에는 그 산업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5년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모바

일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관공서

에서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서울시가 앞

장서서 테스트베드가 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례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에 이어 서울시는 현재 선정된 핀테크 시범사업 아이템들의 추

진 절차와 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의 미래 핀테크: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표 1> 서울시 핀테크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2016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자료

구분 주요 내용

정책 방향

①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②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③ 핀테크 산업 인프라 확충

주요 추진과제

◆ 여의도와 영등포에 핀테크 특구 지정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성장 지원

◆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실시

◆ 해외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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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올해 두 차례의 해외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금융

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는 해외 핀테크 산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16년 6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최대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Tyro Fintech Hub’(타이로 핀테크 허브)와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3개의 핀테크 업체가 함께했으며 타이로

의 대표가 한국 업체들의 소개를 듣고 파트너로 적합한 현지 회사의 대표들

을 즉흥적으로 불러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핀테크 5개사를 포함한 1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50여 명의 뉴욕 현지 

투자자,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울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뉴욕’을 개최

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 후 몇몇 투자자 참가 기업들과 미팅을 

위해 직접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며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지방정

부가 직접 나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감사를 표현

했으며, 행사의 결과로 각 스타트업 현지에서 만난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

들과 투자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준비한 레퍼런스 구축 사업과 해외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스타트업의 레퍼런스 구축을 도

와주고, 서울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로 포지셔닝하여 서울을 아시아 핀테

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싱가포르, 일본, 호주, 미

I  생생리포트

Ⅲ.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그림 3> 서울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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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의 기업들이 서울의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투자를 검토하기 위

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시의 핀테크 육성 정책과 활동 등을 뉴스에

서 접한 다른 나라의 핀테크 협회와 정부들도 문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다.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울였던 지난 2년간의 노력들

이 하나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자와 기업들이 서울의 핀테크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업지원 및 엑

셀러레이팅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키워나가는 공

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집적효과를 위해 영등포구 일부에 핀테크 클러스

터를 지정하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대로 된 핀테크 산업 육

성을 위해 기존 금융 전문 인력 외에 추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서울이 아직까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핀테크 산업에서는 다른 금융 중심지들과 한번 겨뤄볼만 하지 않을까? 서

울시가 아시아의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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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2016년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들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

   - 2016년 7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하는 등 최근 5개월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6.8%가 성장

   -최근 5개월 중 5월이 12.4%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

  - 2015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중이던 전국 제조업의 산업생

산지수도 전년 7월보다 1.7% 성장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

• 부문별로는 자본재가 17.5%로 5월(31.5%), 6월(24.9%)에 이어 크게 증가

   - 중간재 역시 5.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소비재는 4.8% 감소

   -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자본재(15.9%)와 중간재(11.7%)는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소비재는 0.5% 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생생리포트 I 02

I  생생리포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❶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본 생생리포트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8호 보고서입니다.                                

서울의 산업생산, 

내수, 고용은 

모두 동반 상승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제조업)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❶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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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월에 전년 대비 24.0% 성장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6년 7월 전년 동

월보다 24.0% 성장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12.3% 증가

   - 작년 7월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

• 최근 5개월간 백화점 판매액은 평균 3.3%,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21.5% 증가

   - 대형마트 판매액은 6월 44.9%, 7월 42.9%로 2개월 연속 40% 이상 증

가하였으며, 백화점 판매액도 전년 동월보다 각각 12.4%, 6.1% 증가

   - 2016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의 성장에는 대형소매점 증가율도 작용하

였으나 대형마트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

전체 「취업자 수」는 유지, 청년층은 2개월 연속 증가

• 2016년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같은 517만 명

   -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6월에 0.7%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7월

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❷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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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최근 5개월
평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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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8만 8천여 명)보다 2만여 명 증가

한 90만 8천여 명으로, 2.3%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5월 3개월간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으나 6월과 7월에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

   - 대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 기간과 맞물려 청년층의 취업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판단

서울의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 2016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❸ 기준 96.5로 

전(前) 분기보다 2.4p 상승

   - 2016년 1/4분기, 2/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

• 여름휴가, 추석특수 등에 힙입어 상반기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반전

   - 긴 추석 연휴로 인해 공항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지난 추석연휴보다 

31% 증가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도 연휴기간 97만여 명

으로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 기록

   - 한국은행의 심리지표인 장기평균치(2003.1.~2015.12.)도 기준 값인 

100 이상으로 조사되어 장기평균도 낙관적

I  생생리포트

Ⅱ.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취업자 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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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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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

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수, 직업 등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3분기 만에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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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

• 2016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증가한 

91.4이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4로 전 분기보다 0.4p 감소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최근 1년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4로 전 분기보다 0.4p 하락하여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 하회

서울의 현재경기 및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상승

• 2016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6.0p 상승한 

72.2를 기록

   - 지난 2분기는 연속 하락하였으나 2016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하였으

며, 상승폭도 6.0p로 비교적 큰 편

• 2016년 3/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도 78.1로 전 분기보다 3.2p 상승

   -  3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서 하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표준화지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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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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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95.7 2.4p

2.4p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86.2
90.8 90.0 90.5 91.4

97.8 97.499.4101.4100.4 -0.4p

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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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

서울의 현재 소비는 소폭 상승, 미래 소비는 소폭 하락

• 2016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8.8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0.8p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상승

• 그러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9.8로 전 분기보다 1.1p 하락하였으

며, 전년도 동기(95.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전 분기 반등에 성공했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

서 현재 다소 개선된 소비지출 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

I  생생리포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판단지수

65.2
68.9 67.1 66.2

72.2
74.9

78.178.0
82.783.1

3.2p

6.0p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95.0 94.8

87.8
90.9 89.8

108.0 108.8
106.2106.5106.4

0.8p

-1.1p



35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미래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교육비만 전 분기보다 상승

• ‘교육비’는 전 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 ‘식료품비’는 0.6p 상승한 

96.2를 기록

   - ‘교육비’는 2분기 연속 상승하여 기준치(100)에 근접

• 그 외 ‘교통/통신비’, ‘문화오락비’, ‘주거비’, ‘의류비’는 모두 지난 분기

보다 하락

   - ‘교통/통신비’가 –2.6p로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문화오락비’

(–2.4p), ‘의류비(-2.2p)도 비슷하게 하락

   - 주거비는 0.1p 하락에 그쳐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여전히 다른 지수들에 비해 낮은 편

   -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는 모두 90대 중반 정도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의류비’와 ‘문화 오락비’는 이보다 한참 낮

은 70대 중반 수준

   - ‘의류비’와 ‘문화 오락비’ 지수가 꾸준히 큰 격차를 보이며 낮은 것은 

서울시민이 여전히 교육, 주거 등 필수 생활 관련 소비지출을 우선

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6년 들어 기준치 100을 웃도는 품목은 전무

   -  3/4분기 소비지출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보이나, 2015년에 기준

치 100을 웃도는 품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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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15 
3/4분기

’15 
3/4분기

’15 
4/4분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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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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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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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분기

’16 
1/4분기

’16 
1/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2/4분기

’16 
2/4분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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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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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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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96.6

95.6 96.2

95.9 93.3

104.6

102.3

103.5

98.1

99.0

93.3

94.4

91.5

0.2p

-0.1p

0.6p

-2.6p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 통신비



SEOUL 
ECONOMIC BULLETIN36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 의사는 모두 상승

• 2016년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3p 상승한 

86.8

   - 2016년 들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처음으

로 반등

•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보다 2.0p 상승하며 6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015년 3/4분기까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보

다 높았으나 2015년 4/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내구재 구입태도지수

를 하회

   - 지수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80대에 머무르는 등 내구재구입

과 주택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3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용상황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

• 2016년 3/4분기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반전

I  생생리포트

’15 
3/4분기

’15 
3/4분기

’15 
4/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16 
3/4분기

80.7
79.878.6

76.2
79.1 76.9

78.4
81.7

75.4
73.4-2.4p -2.2p

문화 오락비 의류비

<그림 8>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그림 9>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 지수 주택 구입태도 지수

89.3

90.9

84.5
86.8

84.8

80.2 78.6 80.680.5

91.0

2.0p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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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2.9로 전 분기보다 6.2p의 큰 폭 상승을 기록

   - 「물가예상지수」도 2.8p 상승한 134.1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5p 높은 수치

   - 「순자산지수」는 100.0으로 지난 분기보다 1.2p 증가하여 기준치 

100을 회복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5년 이래 최고치 기록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5년 이래 처음으로 80 이상을 기록하였는

데, 이는 하반기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판단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대부분이 인지

•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7.9%로 절대적

   -  ‘잘 모른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여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인지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그림 10>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15 3/4분기 ’15 4/4분기 ’16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순자산 물가예상 고용상황전망

98.8 100.0
92.4 92.4

101.5

135.4

79.8

130.6

75.9

131.6

79.0

131.3 134.1

76.7
82.9

2.8p

6.2p

1.2p

Ⅲ.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 
     가정용 전기 누진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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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서는 76.9%가 부정적으로 인식

• 신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란 응답은 15.4%, 긍

정적인 인식은 7.7%에 불과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

떨어지는 제도’라는 의견이 61.1%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11>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인지 여부

<그림 12> 가졍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인식

어느 정도

 알고 있음

56.8%

잘 알고 있음

41.1%

잘 모르고

 있음

2.1%

매우 긍정적

2.1%

부정적

36.8%

매우 부정적

40.1%

보통이다

15.4%

긍정적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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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냉방기구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누진제가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

• 전년 여름철 대비 냉방기구 사용량이 늘었다는 의견이 78.1%로 나타

났으며, 줄었다는 의견은 4.7%에 불과

   - 냉방기구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비해 폭염이 심해서’가 

93.4%로 대부분

   -  감소한 이유는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가 65.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서’(27.9%) 등의 순

•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가정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77.1%

   - 가정용 전기 누진제의 구간 소급적용이 전기요금 감량에 도움이 되었

다는 의견(32.6%)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44.0%)이 우위 

누진제 개편을 위한 개선 방안 중 ‘누진제 축소’를 선호

• 누진제 개편을 위한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진제 구간 축소(현

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가 58.0%로 절반 이상

   - 그다음은 ‘저소득층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18.3%)’, ‘연료비 연

동제(17.2%)’ 등의 순 

❹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 

대상 설문조사

<그림 13>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방안❹

누진제 축소

58.0%

저소득층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

18.3%

연료비 연통제

17.2%

기타

6.4%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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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인포그래픽스

I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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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 서울 ICT산업 생산액은 90.0조 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20.0%를 차지하며, 이 중 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통신 방송서비스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이 각각

   74.9%, 67.4%로 압도적으로 큰 것에 비해, 제조업인 정보통신 방송기기 생산액은 1.6%에 불과

• 전국에서 서울의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액은 3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ICT산업 생산액은 서울이 전국의 20.0%를 차지하며, ICT산업 중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74.9%)와 정보통신 방송서비스(67.4%)의 서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남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 생산액 규모는 IT서비스가 22조 849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제작 8조 1,911억 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5조 9,335억 원 순

•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세부 업종인 응용소프트웨어(26.0%)와 시스템 

   소프트웨어(21.0%)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디지털 콘텐츠 개발·제작 중 게임 업종은 생산액 규모는 비교적 크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0.1%에 

   그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 게임 업종 생산은 정체된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응용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모두 전년에 비해 20% 이상 급증 

서울 ICT산업 생산액은 전국의 20.0%이며, 그 중 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74.9%)와 정보통신 방송서비스(67.4%)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반면, 제조업인 정보통신 방송기기의 

비중은 1.6%에 불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 디지털 콘텐츠에 속하는 게임 업종은 

생산이 정체된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20% 이상 급증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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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CT산업 생산액 전국 대비 서울 비중

<표 2> 서울 ICT산업 생산액 변화

I  인포그래픽스

[단위: 억 원, %]

[단위: 억 원, %]

2015 ICT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4년 기준)자료

2015 ICT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4년 기준)자료

서울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중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362,095 483,447 74.9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486,195 721,291 67.4 

정보통신 방송기기 51,632 3,294,597 1.6 

합계 899,922 4,499,335 20.0 

　

　

2012 2013 2014

생산액 생산액 전년대비 증감 생산액 전년대비 증감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456,469 465,021 1.9 486,195 4.6 

정보통신

방송기기
65,788 56,979 -13.4 51,632 -9.4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335,221 340,095 1.5 362,095 6.5 

합계 857,478 862,095 0.5 899,92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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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부문별 생산액과 전년 대비 증감률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단위: 백만 원, %]

2015 ICT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4년 기준) 자료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

IT서비스 21,162,821 22,084,896 4.4 

IT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12,310,018 12,685,548 3.1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서비스 7,810,542 8,453,245 8.2 

기타IT서비스 1,042,261 946,103 -9.2 

디지털콘텐츠개발·제작 8,079,616 8,191,097 1.4 

게임 6,692,954 6,698,884 0.1 

교육 647,521 706,815 9.2 

영상 509,308 536,658 5.4 

출판 음악 229,833 248,740 8.2 

패키지소프트웨어 4,767,088 5,933,528 24.5 

응용소프트웨어 3,336,468 4,202,962 26.0 

시스템소프트웨어 1,430,620 1,730,566 21.0 

합계 34,009,525 36,209,52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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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설·부도/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품목별 수출입/국가별 수출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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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요약 

고용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1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6천 명(-0.9%) 감소

•산업별로는 제조업(-7.0%)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6.5%)에서 크게 감소

•임금근로자(-0.1%)와 비임금근로자(-3.2%) 모두 감소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

생산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9.5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8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재고지수는 15.8% 증가하여 경기 

   둔화/하강 국면을 시사

소비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13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18.0%) 

   증가했으며, 전국(6조 5,656억 원)의 33.7%를 차지

•백화점 판매액(6.6%)과 대형마트 판매액(27.9%)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물가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7%의 소폭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서비스물가지수(2.1%), 신선식품물가지수(1.1%)는 상승한 반면, 상품물가지수(-1.5%),

   생활물가지수(-0.5%)는 하락

부동산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8% 상승한 101.6 기록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5% 상승한 101.8 기록

•서울의 8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2로 준전세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월세와  

   준월세는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 대비 0.01% 하락

금융

•서울의 8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57조 8,355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

•서울의 8월 가계대출 잔액은 256조 3,6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

•서울의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4조 3,9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2,992억 원

   (1.4%)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2%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는 2,664개로 전월 대비 0.2% 증가, 부도법인 수는 10개로

   전월 대비 2개 증가

•서울의 8월 보증지원금액은 866.4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3,723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3% 감소, 2.6% 감소

수출입

•서울의 8월 수출액은 3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서울의 8월 수입액은 11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I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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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고용

취업자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1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6천 명(-0.9%) 감소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1.1%) 감소, 여자는 22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0.6%) 감소

서울의 8월 취업자 수는 51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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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9만 4천 명(-6.5%), 제조업 3만 6천 명(-7.0%),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2만 7천 명(-3.2%)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만 1천 명(3.9%), 

건설업 3만 명(9.2%) 증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1%),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3.2%) 감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 명(0.4%), 임시근로자는 5천 명(0.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2만 명(-5.5%)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만 6천 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5천 명(-9.2%) 감소

서울의 8월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7.0%), 도소매·숙박·음식점업(-6.5%)에서 크게 감소

서울은 8월에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일용근로자
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은 모두 감소     

<그림>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그림>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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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8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서울의 8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6~7월 증가했던 청년취업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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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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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8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으며 전국(61.0%) 보다 낮은 수준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여자는 51.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8.1%) 증가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여자는 4.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서울의 8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국(3.6%)에 비하여 0.7%p 높은 수준

서울의 8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서울의 8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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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생산 

생산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여 성장 주춤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1.6%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0.7% 감소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비금속광물(265.1%), 금속가공(76.8%), 의료정밀광학(17.3%) 등은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16.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8.7%) 등은 감소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9.5(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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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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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ㆍ재고 순환

•서울의 8월 출하지수는 106.7(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52.8(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

서울의 8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하여 경기 둔화/하강 국면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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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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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130억 원으로 전국(6조 5,656억 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

•8월 백화점 판매액은 9,25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873억 원

   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9%로 크게 증가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0%로 크게 증가

경제동향  I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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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백화점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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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서비스물가지수(2.1%), 신선식품물가지수(1.1%)는 상승한 

   반면, 상품물가지수(-1.5%), 생활물가지수(-0.5%)는 하락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경제동향  I  물가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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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부동산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6으로 전월 대비 0.38% 상승. 한강이남지역(0.46%)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 및 성공적인 분양과 강남지역의 개발 호재로 상승세 지속. 한강이북지역

   (0.30%)은 신분당선 연장 호재와 재건축단지 투자수요로 상승폭 확대

   - 주요 상승지역: 서초구(0.70%), 강남구(0.68%), 송파구(0.63%)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주 (1,841만 원)은 전월 대비 1.25% 상승, 거래건수(12,091건)는 14.4% 감소

•서초구(2.82%)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

   (1,227건), 강서구(875건), 송파구(828건) 순임

•전국의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6으로 전월 대비 0.13% 상승.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규분양시장의 호황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해 상승폭이 확대됨. 수도권(0.25%)과 

    5개 광역시(0.03%)는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0.08%)은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  는 전월 대비 상승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수도권, 5개 광역시는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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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KB국민은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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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가격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8로 전월 대비 0.15% 상승. 한강이남지역(0.04%)은 재건축 예정

   단지 내 낮은 가격의 전세물량 증가와 신도시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한강이북지역(0.25%)은 

   여의도, 공덕 및 강남으로의 출퇴근 수요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됨

   - 주요 상승지역: 마포구(0.40%), 영등포구(0.38%), 중랑구(0.35%)

•전국의 8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9% 상승한 101.0을 기록.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폭 지속. 수도권(0.15%)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5개 광역시

   (0.04%)는 상승폭 확대, 기타 지방(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 

•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  (1,287만 원)은 전월 대비 0.7% 상승, 거래건수(10,240건)는 15.0% 증가

• 서초구(2.72%)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거래건수는 송파구(992건), 

   강남구(964건), 노원구(951건) 순임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지수  는 전월 대비 상승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수도권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5개 광역시는 상승폭 확대, 기타 지방은 상승 전환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주

주

주

부동산114주

<그림>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KB국민은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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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가격

•서울의 8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2로 전월 대비 0.04% 하락. ‘준전세’(0.05%)의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월세’(-0.10%)와 ‘준월세’(-0.07%)는 하락폭이 확대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확대

•한강이남지역(-0.06%)은 전세선호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단기 임대가   

   늘면서 전월 대비 하락폭 확대. 한강이북지역(-0.02%)은 성동구, 은평구, 성북구 등에서 하락세를 주도

   하는 가운데, 월세의 하락폭은 축소되었으나 준전세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폭 확대

•전국의 8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1로 전월 대비 0.03% 하락. ‘준전세’(0.03%)는 상승폭을 이어갔으나

    ‘월세’(0.06%), ‘준월세’(-0.04%)는 하락폭 축소되어 월세통합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 유지

서울의 8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전국의 8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월세’,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하면 ‘준전세’,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준월세’로 구분 주

<그림>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 

한국감정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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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금융

가계대출

•전체 대출금 잔액(657조 8,355억 원)은 전월 대비 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

•그 중 예금은행(543조 1,731억 원)과 비예금은행(114조 6,624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7%,

   1.0%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3%, 9.1% 증가

•전체 대출금 잔액(1,855조 5,775억 원)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

•그 중 예금은행(1,409조 140억 원)과 비예금은행(448조 5,635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6%,

   1.3%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0%, 13.0% 증가

8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8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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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56조 3,644억 원)은 전월(252조 9,640억 원) 대비 1.3% 증가

•그 중 주택담보대출(164조 6,896억 원)은 전월(162조 3,904억 원) 대비 2조 2,992억 원(1.4%)이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

8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한국은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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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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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8월 개인파산 신청자(928명)는 전월(1,051명) 대비 11.7% 감소

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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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한국은행자료

30.0

40.0

50.0

20.0

10.0

-10.0

0.0

-20.0

-30.0
2013. 08 2014. 02 2015. 02 2016. 022014. 08 2015. 08 2016. 08

0

600

400

200

800

1,000

1,200

1,600

1,400

(전월대비 증감률, %)

개인파산 신청자 수 증감률

(명)

<그림>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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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664개로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10개로 전월(8개) 대비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1% 감소

서울의 8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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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중소기업청자료

금융결제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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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8월 중 866.4억 원 / 3,723건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1.3% 감소, 2.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7%,

   48.8%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2,3300만 원)은 전월 대비 9.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

서울의 8월 보증지원금액, 보증건수, 건당 평균지원금액 모두 감소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소매업(37.3%), 기타서비스업(21.8%), 음식·숙박업(17.4%), 

   건수 기준 도·소매업(35.9%), 기타서비스업(27.8%), 음식·숙박업(18.5%) 순임

•도·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322.8억 원으로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0.3%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337건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18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2.5%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036건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

•음식·숙박업(150.5억 원), 제조업(78.8억 원)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25.1%, 18.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1.8%, 24.9% 감소

전 업종에서 보증지원금액이 전월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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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

서울신용보증재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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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한 815.1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4.1%를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3,657건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4% 증가한 47.3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5%를 차지.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64건으로 전월 대비 29.7% 감소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63.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0% 감소한 4.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0.5%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2건으로 전월 대비 66.7% 감소

소상공인과 중기업은 보증지원 축소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자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자료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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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I  수출입

수출입

•서울의 수출은 3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하였고, 수입은 11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전국의 수출은 401.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였고, 수입은 350.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370백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 합성수지, 비누·치약

   및 화장품, 고무제품 순임.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월 대비 20.0% 감소한 반면,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은 

   전월보다 소폭 늘어남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자동차(814백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유, 의류, 반도체, 석유제품 순임. 

   자동차 수입이 전월 대비 48.4% 증가해 4월과 6월에 이어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수입

   1순위 품목이었던 원유(760백만 달러) 수입은 전월 대비 30.3% 감소함. 의류(735백만 달러) 수입이 전월 

   대비 56.2% 증가하면서 주요 수입 품목 순위에 진입함    

서울의 8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 동월보다 감소

서울의 8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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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무역협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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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무역협회자료

무역협회자료

315 760

370 814

307 735

175 695

172 654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876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임. 

   대 중국 수출액은 전월 대비 4.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4.4% 감소

•미국, 홍콩으로의 수출액이 전월 대비 각각 6.2%, 2.1% 증가한 반면,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월 대비 각각 16.7%, 17.7% 감소함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2,357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쿠웨이트 순임. 

   대 중국 수입액은 전월 대비 8.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각각 6.7%, 42.4% 증가한 반면, 미국,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각각 2.0%, 32.2% 감소

서울의 8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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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무역협회자료

1,341568

2,357876

1,151316

1,003273

419195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8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8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은행, 『2016년 8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http://www.scourt.go.kr』

•부동산114, 『2016년 8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부동산114, 『2016년 8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

•서울신용보증재단, 『2016년 8월 신용보증동향』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중소기업청, 『2016년 8월 신설법인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감정원, 『2016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자료출처





경제통통

FOCUS
•글로벌 기업 CEO 모여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 방향 고민한다

ZOOM IN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의 역할, 

   시민과 함께 찾는다

•1만 6,078㎡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4시간 개방된 창조공간 오픈

HOT ISSUE
•국내·외 바이오 의료 역량 모으는

   ‘제 1회 서울바이오의료 콘퍼런스’

•서울시, 지자체 최초

    「중국투자협력주간」 운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SEOUL 
ECONOMIC BULLETIN72

글로벌 기업 CEO 모여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 방향 고민한다

FOCUS I 01

경제정책과

I  경제통통

글로벌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 아시아 지역 R&D 거점

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CEO와 경제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서울시는 ‘글로벌 창조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Attracting Global 

Talent-R&D and Creative Industry)’을 주제로 27일(금)에 제15회 

「2016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사이백)은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자문

기구로, 현재 20명의 세계 유명기업 CEO와 5명의 자문역이 매년 서울

시장에게 경제·사회·도시 인프라·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는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조 

인재 도시로서 서울을 주제로 세계 선진 도시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까지 총 14회의 총회를 개최

해 301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중 253건(84%)을 시정에 반영했다. 

  ‘크리스퍼 포브스(Christopher Forbes)’ 포브스 부회장은 서울이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고 밝혔으며, 특히, 전 세계 45개국에 대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4T(▲기술 (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영토

자산(Territory Asset))를 소개하며,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

가보다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도미닉 바튼(Dominic Barton)’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회장은 서울이 진

정한 글로벌 R&D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바이오·의

료 혁신거점에 맞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R&D 센터를 서울로 유치하고 

▲서울이 선도적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로서의 입지 구축을 하여 핵

심 소프트웨어 및 AI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울의 뛰어난 인프라를 활

용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

들이 모이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도시,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인 매

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주제로 총회 개최, 

14회 총회 통해 

301건 자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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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서울 경제민

주화포럼」이 25일(화) 개최되었다.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은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

최하였으며, 의미 있는 첫 시작인만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구리아

(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

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

로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과 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앙헬구리아 OECD 사무

총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OECD가 주도하는 ‘포

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The Inclusive Growth in Cities)’을 소개하며, 포

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 간 자율 연맹 및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지방정

부가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

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김남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 후, 일반 시민들의 객석 제안 및 질의, 답변으

로 마무리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

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의 역할, 
시민과 함께 찾는다

ZOOM IN I 01

소상공인지원과

경제민주화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우리나라

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05년 11월부터 임기를 역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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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로에 위치한 舊일본인학교가 ‘도시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혁신과 창조를 통해 해결하는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면적 1만 6,077㎡(4,872평) 규모의 ‘개포디지털혁신파

크’를 365일, 24시간 개방된 ‘IT중심 창조 공간’, ‘IT 개발자와 창업자들의 

꿈의 공간’으로 10월 28일(금)에 문을 열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Gaepo Digital Innovation Park)의 명칭에는 ‘개

방·IT·창조·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다. ▲빅데이터 교육 ▲

연구시설 ▲디자인싱킹 창조교육센터 ▲스타트업 혁신센터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디자인재단 ▲테크숍 ▲커뮤니티룸 ▲다목적실 등 5개 시

설 1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IT 개발자, 창업자들의 소망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낸 곳으로,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D-CAMP, 구글캠퍼스 등 ICT 분

야 스타트업 지원시설과 양재 R&D 클러스터, 무역센터 주변의 IT 업체

들과의 협력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서울시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

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5개 시설 15개 공간

은 최대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림홀 공간부터 지역주민들

과 일반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되며, 365일 ‘디

지털 창조·혁신’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교육·행사·연구가 진행되는 신

성장 창조산업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한, ▲24시간 열린·소통공간 ▲창조와 혁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디지노믹스(Diginomics) 통합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트 확산이

라는 4대 운영전략을 통해 ‘IT 중심의 개방적·창의적·혁신적 복합단지’

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IT 개발자, 스타트업, 시민 등이 만들어 

나가고 특히 IT 분야의 사람들이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며 “혁신과 창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이 이뤄지는 디지털 산업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만 6,078㎡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4시간 개방된 창조 공간 오픈

ZOOM IN I 02

디지털창업과

I  경제통통

개포디지털혁신파크, 

365일, 24시간 열린 

혁신과 창조의 

도시과제 해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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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17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의 기술 중

심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국

내·외에 알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21일(금), 제1회 서

울 바이오 의료 콘퍼런스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

정선)와 공동 개최했다. 

  ‘서울의 새로운 도전, Biotech Hub 홍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

퍼런스에서는 동북아 바이오 벤처 시티(Bio Startup City)에 도전하는 서

울의 미래와 홍릉지역 일대에 조성하는 ‘서울바이오허브(2017년 6월 개

관 예정)’의 성공 전략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글로벌 동향 ▲홍릉 바이오의

료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발전방향 등 3개 세

션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조연설자는 성공적인 이민 창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보스톤 메디컬’(Boston Biomedical)의 챵리(Chiang Li) 대표와 우

리나라 벤처 선구자인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의 이민화 이사

장으로, 각각 ‘바이오의료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바이오 헬스 창업생태

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1개 

기관·단체는 ‘서울 바이오 의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

약’을 체결해 서울의 바이오 의료 창업 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가 내국인뿐만 아

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창업에 성공해 ‘서울’이 창업하기 좋

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교

두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 ‘서울바이오허브’가 국내외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유망 기술을 보

유한 스타트업에 기술지원,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여 홍릉 일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공공

기관, 민간단체, 지역 클러스터가 협력하여 ‘서울바이오허브’와 상생 발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바이오 의료 역량 모으는
 ‘제 1회 서울바이오의료 콘퍼런스’

HOT ISSUE I 01

산업거점조성반

보스톤 메디컬 대표 등 

국내·외 창업·의료·

투자자 한 자리, 

‘서울바이오허브’성공 

전략 논의

✽ 서울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털협

회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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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이 10월 17일(월)∼18일(화), 양일간 포

시즌스 호텔(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중국 정부 관계자 및 투자가, 국내기

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148개 국내기업과 56개 중국 투자자가 참

여해 1대1 상담회가 진행되는 등 경색국면에 있는 한·중 관계에도 불구

하고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경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진출 A부터 Z’까지를 

설명해줄 ‘한·중 투자협력 포럼’과 중국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위한 ‘서울 

기업-중국 투자가 1대1 상담회’, 서울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서울 시정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투자협력 포럼에서는 ‘중국의 투자 환경 및 진출전략 소개’, ‘중국 지방

정부 및 민간 투자프로젝트 소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사례’ 등이 소

개되었으며, ‘1대1 상담회’에서는 서울시 유망산업인 문화콘텐츠, IT, BT 

산업 관련 148개 서울기업이 참여하고, 중국에서는 유력 VC(벤처캐피탈) 

및 관련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서울시 주요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중국부동산 산업

협회 부회장, 중발실업 그룹 회장 등 부동산 투자가를 대상으로 DMC 랜

드마크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프로젝트, 동북권 복합개발 등 주요 

시정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투어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처음 개최된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서울기업과 

중국투자자 양쪽 모두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중국투자협력주간을 매년 개최해 서

울시에 대한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

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 
「중국투자협력주간」 운영 

HOT ISSUE I 02

투자유치과

I  경제통통

148개 국내 기업, 

56개 중국투자자 참여, 

투자협력포럼, 

1대1 수출 상담회 진행

향후 중국투자협력주간 

정기 운영해 투자 

활성화와 국내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