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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자 혁신적 서비스의 촉매제(enabler)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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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데이터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경영관리 산업이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시장선점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에 성공한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및
모바일을 주요 인프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개인화,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해외진출 사례>
산업

비즈니스 환경

핀테크

기존 금융서비스
효율화 수요 증대
모바일 플랫폼화

비즈니스 모델
소액송금(센트비)
신용평가(크레파스솔루션)
자산운용(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결제(밸런스히어로)
예측(메디젠)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기술 발달

예방(웰트)
치료(네오펙트)

의사 업무 자동화 수요 증대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경영관리
모바일 플랫폼화

영상판독(뷰노)
컨설팅·관리·운영(베스핀글로벌)
인사관리(스윙비)
광고(버즈빌)
채용(원티드랩)

자료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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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에는 스타트업들의 데이터의 생산성, 유효성, 활용성 확보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 강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은 특화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구축 및 고도의 분석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영역 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증
했으며 현지인력 활용을 통해 서비스 현지화 전략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 접근법은 ‘사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사용자 가치 증가
→ 다른 사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 방법 및 비즈니스 전략>
데이터
특징

경쟁우위 기반

기업명

제공 서비스

메디젠

(헬스케어)유전자 검사

∙ 동양인 유전 데이터 확보로
동남아 시장 특화

버즈빌

(경영관리)광고

∙ 기업 모바일 광고 편의성 개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핀테크)자산운용

∙ 다면분석을 통한 기대수익률 제고

네오펙트

(헬스케어)재활

∙ 개인화된 재활 서비스 개발

크레파스
솔루션

(핀테크)신용평가

∙ 대안신용평가 솔루션 개발

웰트

(헬스케어)웨어러블

∙ 모기업 네트워크 및 브랜드 활용
으로 웨어러블 기기 패션제품화

베스핀글로벌

(경영관리)클라우드 관리

∙ 국내 글로벌 기업 및 정부 프로젝트
수주로 레퍼런스 확보

뷰노

(헬스케어)영상판독

∙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진 편의성 위주의 개발

스윙비

(경영관리)인사관리

∙ 동남아 기회요인 포착 후
현지인 영업 주력

밸런스히어로

(핀테크)모바일 결제

∙ 인도 현지 문화 이해

원티드랩

(경영관리)구인구직

∙ 국내인력과 해외기업 간 매칭으로
신뢰도 제고

센트비

(핀테크)해외소액송금

∙ 국내외 송금수요의 효율적 연결

데이터의 양
생산성
데이터 분석

국내 파트너십
유효성
국내 실적

해외 수요
맞춤 공략
활용성
해외 수요
연계 창출
자료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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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략

본 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DX)1)을 통해 데이터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이터 경제2) 시대가 도래
● IoT 기술을 통해 만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 진입하고 AI 발전
으로 데이터 처리 성능이 향상되면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계 데이터양은 2025년(175ZB3))에는 2018년(33ZB)의 5배로 증가할 전망(IDC, 2018)

<세계 데이터량 증가 추이>

자료 : IDC(2018)

●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자 혁신적 서비스의 촉매제(enabler)가 되면서 데이터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은 데이터(Economist, 2017)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혁신 기업은 데이터 자본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MIT, 2016)

1)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2)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3) 제타바이트로 1조 1,000억 GB(기가바이트)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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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 4.0.(Service 4.0.)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테크」가 새롭게 대두
● 서비스 4.0.에서는 정형화된 사업형태를 유지하던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촉매제로 하여 서비스 제공 및 전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신규 비즈니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확산될 경우 최대 40%의 비용 절감과 60%의 고객 만족도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BCG, 2016)

<서비스 4.0.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6), 연구자

● 서비스 테크란 Io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함
- 기존 서비스와 달리 고객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양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
능력도 향상되어 서비스 고도화 및 최적화를 통해 빠른 성장(Scale-up)을
실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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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에 성공한 주요 한국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 조사 및 경쟁력 요인 분석
● 특히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B2B 엔터프라이즈 IT 산업이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해당 산업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 활발한 분야로
관련 스타트업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유치액 기준 각각 51%, 3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유치 추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유치 추이>

자료 : CB Insights

- 디지털 기술이 모든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면서 IT인프라, 인사관리 등 B2B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은 2020년 기준 4,6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줌(Zoom)과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슬랙(Slack)은 2019년 상장해 현재 각각 시가총액 기준 240억 달러, 190억 달러의 기업
으로 부상

<세계 엔터프라이즈 IT 시장규모 추이>

자료 : Statista(2019)

● 서비스 4.0. 패러다임의 핵심이 디지털 기술 기반 데이터 자본에 있는 만큼 데이터
접근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성장 전략을 모색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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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1. (데이터 생산성) 특화된 빅데이터 확보 및 독보적인 분석 기술을
통해 기존보다 최적화·차별화된 신규서비스 창출
(1) (데이터 양) 특정 분야의 빅데이터 확보
[사례 ① : 메디젠 휴먼케어]
<메디젠 휴먼케어 – 유전자 검사‧분석>

• 기업명 : 메디젠 휴먼케어(Medizen Humancare)
• 설립년도 : 2012년
• 서비스 : 유전자 검사 ‧ 분석 서비스
• 해외진출 :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B2G, B2B 수출
- 중국 정부와 ‘
체육 특기자 유전체 분석’협약을 체결
- 베트남 유전자 분석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연구소 설립
- 인도네시아 의료서비스 기업 NSL 대상 유전체 분석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수출
• 향후계획 : 유전자 데이터 대량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운동법, 영양관리, 생활습관 등을 망라한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수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메디젠 휴먼케어는 동양인 유전자에 특화된 빅데이터를 먼저 구축하여 주요 아시아
지역 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수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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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면서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예방을 위한 개인별
맞춤 의료 수요가 증가
- 개인유전정보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핵심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발전
하면서 검사 비용이 크게 감소
<미국 유전자 검사 분석 비용>

주 : 백만 건 케이스의 DNA 염기서열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자료 : 미국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2019

● 해외 경쟁 기업은 대부분 백인 위주의 데이터를 다량 확보한 반면 메디젠은 11개국
9만명의 동양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동양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창업자는 설립 이전부터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업, 무료 유전자분석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전체 데이터 샘플을 지속적으로 수집
- 같은 질병이라도 국가별로 유병률이 달라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분석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메디젠은 예방과 진단, 치료에 이어지는 맞춤형 정밀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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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 버즈빌]
<버즈빌 –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 기업명 : 버즈빌(Buzzvill)
• 설립년도 : 2012년
• 서비스 : 기업 대상 잠금화면 모바일 광고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 30개국 1700만 이용자 대상 운영중
• 향후계획 : B2B 파트너사 및 광고 인벤토리 확대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의 도약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버즈빌은 광고사용자, 광고기업 양방의 빠른 데이터 확보를 통해 광범위한
잠금화면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B2B 광고 수요를 촉진
● 모바일이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면서 단말기 사용자의 모바일 잠금
화면에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드 기반
광고4) 비즈니스가 높은 타겟팅 효과 및 광고효율로 주목
* 글로벌 모바일 광고 시장 크기 전망(십억달러, Zenith) : (’17) 125 → (’23) 302

● 버즈빌은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광고 효율이 높은 맞춤형
광고 솔루션을 구축하여 해외진출을 추진
- 자사 B2C앱 허니스크린5) 및 해외 현지 잠금화면 광고 기업 인수를 통해 확보
한 시장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기업들이 잠금화면 광고를 쉽게 현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
* 미국 1위 잠금화면 광고기업 슬라이드조이(Slidejoy) 인수(2016), 인도와 파키스탄의 잠금
화면 광고기업 슬라이드 앱(SlideApp) 인수(2018)
4) 광고 시청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광고
5) 허니스크린은 버즈빌의 초기 잠금화면 기반 리워드 광고로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광고와 콘텐츠를 보여주고 이를
시청한 사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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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삽입만으로도 외부 앱의 잠금화면 광고 기능 활성화가 가능한 모바일
잠금화면 SDK(소프트웨어 개발키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해외기업이
손쉽게 버즈빌의 광고 네트워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2) (데이터 분석)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기술
[사례 ③ :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 기업명 :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Qraft Technologies)
• 설립년도 : 2016년
• 서비스 : 펀드, 로보어드바이저 등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 해외진출 : 자체개발한 AI ETF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토론토증권거래소(TSX)에 상장
• 미래 계획 : 외환, 원유 관련 AI ETF 상장 및 자산운용사 대상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공급

주 : 우측 이미지는 뉴욕증권거래소 건물에 게양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배너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자산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선도 기업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수익률 초과 달성이 가능한 투자 상품을 개발함
● AI 기술은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중요하지만 금융 데이터는 계속 변동하는
특성상 노이즈(noise)가 많아 AI 기술 적용이 까다로우며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로
인해 검증된 실적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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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데이터 대상 딥러닝6) 기술 적용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기존 ETF7)보다 높은 수익 달성이 가능한 AI 기반 ETF를
개발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2019.5.)
- 기존 ETF의 경우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기존에 설정
한 원칙에 따라 특정 시장요인을 일정하게 추종하는 형태로 수익률의 한계
발생
- AI 기반 ETF는 AI가 거시 경제 변수와 시장 요인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특정
시장요인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존
ETF 대비 초과 수익 실현 가능성을 높임
*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상장한 AI 기반 ETF는 벤치마크인 S&P500 지수보다 1%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8)

[사례 ④ : 네오펙트]
<네오펙트 – AI 기반 재활 솔루션>

• 기업명 : 네오펙트(Neofect)
• 설립년도 : 2010년
• 서비스 : AI 기반 재활치료 솔루션
• 해외진출 : 미국, 독일 병원 및 일반 소비자 대상 360만 달러 이상 수출(2018)
• 미래 계획 : 미국 재활 원격진료 서비스 선점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6) AI가 기입력된 규칙 · 논리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Trained)하여 귀납적으로
판단 또는 예측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의 일종으로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인공신경망(ANN :
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적용함. 인공지능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 노드간 연관성 및 영향력(가중치)를
추정하여 연결 신경망을 구축하게 되며 다른 알고리즘 대비 높은 정확도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7)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자산가격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
8) 한국경제(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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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사 중심의 재활 시장에서
네오펙트는 AI, 하드웨어, 기능성 게임 간 융합을 통해 세계 유일의 AI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플랫폼을 구축
● 재활이 필요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재활의료는 치료사와 기구가
있는 병원에서만 한정되고 효과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어려워 재활 효율성이
낮았음
● 네오펙트는 가정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재활훈련용 게임 개발을
통해 미국의 세계적 재활병원 RIC 수출에 성공함
- R&D 인력비중이 45%에 달하며 재활기기 개발 · 제조역량뿐 아니라 재활기기
감지 센서, 훈련 난이도 조정 AI 알고리즘 등도 특허로 보유
- AI, 임상, 게임 기획,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크럼(Scrum)9)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업데이트해 제품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음
<네오펙트 – AI 기반 재활 솔루션 플랫폼>

자료 : 네오펙트

9) 실리콘밸리에서 보편화된 경영기법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끊임없이 시제품을 만들고 팀원간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애자일(Agile)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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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유효성) 국내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검증 실적을
레퍼런스로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의 신뢰성 제고
(1) (국내 파트너십 활용) 사내벤처를 시작으로 모기업의 자원을 공유
[사례 ⑤ : 웰트]
<웰트– 스마트벨트>

• 기업명 : 웰트(Welt)
• 설립년도 : 2016년
• 서비스 : 사용자의 허리둘레, 식습관, 운동량 등을 감지·분석해주는 건강관리용 스마트 벨트
• 해외진출 : 미국 크라우드펀딩 킥스타터
̒
’
에서 9000만달러 판매, 도쿄 기프티쇼 참가 등 일본시장 진출
• 미래 계획 : 병원, 보험사 등과 연계해 헬스케어 솔루션용으로서의 스마트 벨트 데이터 가치 제고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스마트 벨트 스타트업 웰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씨랩(C-Lab)10)에서
시작해 모기업의 하드웨어 역량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모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웨어러블 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을 안정화
하고 패션브랜드와의 협력 기회를 통해 기능 및 디자인 차별화 도모
- 시계, 신발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로 인해 포화되고 있던 시장에서 웰트는
사용자의 생활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벨트에 주목

10) 삼성전자가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선별해 사업부에 적용하거나 벤처 기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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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내장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허리둘레와 식습관, 운동량, 앉아있는 시간 등을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삼성전자 계열사인 패션 브랜드 제일모직과의 협업을 통해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중화되지 못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개척
● 삼성전자 사내벤처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외 크라우드펀딩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빠른 시간내 글로벌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해외진출을 가속화
-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11)에 삼성전자 C랩의 일원으로 참가해 80개의
샘플이 99달러에 완판되는 성과를 올리면서 CNN 등 유수의 해외언론지에
홍보되었으며 유럽 명품 패션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확보
-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시제품 자금 모금에
성공하면서 제품 출시전 입소문 효과를 창출
* 웰트는 목표액인 3만달러의 2배가 넘는 7만달러 이상 모금에 성공함

[사례 ⑥ : 크레파스솔루션]
<크레파스솔루션 – 대안신용평가>

• 기업명 : 크레파스솔루션(CrePass)
• 설립년도 : 2015년
• 서비스 :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해외진출 : 몽골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수출
• 미래 계획 : 주요 개발도상국 및 중저금리 시장 진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11) 최근에는 가전전시회를 넘어 최신 ICT 융합산업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성격이 변화함. 세계 주요 기업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장으로서 기업의 혁신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확인하는 선행지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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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솔루션은 모기업인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자원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솔루션 개발에 성공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함
●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시장이 활성화
- 전 세계 인구의 59% (약 45억명)12)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상황
- 대안적 신용평가의 경우 SNS, 스마트폰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을 AI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분화된 신용평가가 가능함
* 스마트폰 충전 주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주기,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업데
이트 현황 등

<전통적 신용평가와 대안적 신용평가 비교>
구분

전통적 신용평가

대안적 신용평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개발도상국 등 추가적인 시장기회 발굴을 위한
융합적 의사결정

금융거래정보가 풍부한 중상위 신용등급의
개인 리스크 예측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중하위 신용등급의
개인 리스크 변별

데이터

채무상환이력, 부채수준 등 금융데이터

금융 데이터 + 비금융데이터
(SNS, 모바일, 인성평가, 웹로그 등)

방법론

통계적 방법론

AI 등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의사결정
장점

자료 : AWS Finance Symposium(2017), 연구자

● 크레파스솔루션은 모기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중
- 전통적 신용평가 기업의 사내벤처로 시작했으며 모기업의 파트너사인 대안
신용평가 스타트업 렌도(Lenddo)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초기시장 선점 추구
* 렌도는 통신기록·인성검사결과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용평가솔루션을 개발
하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해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선정(2014)

- 몽골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수출에 성공했으며 향후 금융사 이용비중은 낮은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중
12) Data Point Credit Invisibles, The CFPB Office of Research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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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실적 활용) 해외시장에서 인증 가능한 레퍼런스 구축
[사례 ⑦ : 베스핀글로벌]
<베스핀글로벌 – 클라우드 컨설팅·운영·관리>

• 기업명 : 베스핀글로벌(Bespin Global)
• 설립년도 : 2015년
• 서비스 : 사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 해외진출 : 페트로차이나, 에어차이나, 인민일보 등 중국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
• 미래 계획 :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강화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베스핀글로벌은 신규시장인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해 해외 진출시 서비스 신뢰도를 높임
● 클라우드 컴퓨팅13)이 기업의 핵심 IT 인프라로 자리잡음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도입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및 관리·운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
-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적화된 설계가 클라우드 도입 성공
여부의 중심이 되면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시장이 2023년까지 3,0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세계 데이터베이스의 75%가 2022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Gartner, 2019)

13) IT 인프라를 사내에 자체 구축하거나 매번 증설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 DB 저장공간,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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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

자료 : Statista(2019)

● 시장 태동기에 조기진입한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주 규모가 작을지라도 국내 대기업과 정부 프로젝트를 우선 공략한
후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함
- IT 전공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1년간 사내 클라우드 교육을 진행해 국내
클라우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
* 기업의 클라우드 전문가 보유를 인증하는 AWS 400 Certified’ 로고14)를 획득했으며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등 주요 클라우드 공급사의 최고 파트너 등급을 보유

- 과거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들의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 따라 함께 성장했으며 관련 실적은 에어차이나
등 중국 대형 국영기업의 사업을 수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
-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활용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맡은 실적을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정부 구축 사업 수주에 성공

14) 가장 많이 이용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관리 전문성 인증 자격증으로 AWS 자격
취득 수량에 따라 50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단위로 등급을 구분

14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사례 ⑧ : 뷰노]
<뷰노 – AI 기반 의료 솔루션>

• 기업명 : 뷰노(Vuno)
• 설립년도 : 2014년
• 서비스 : AI기반 영상판독서비스
• 해외진출 : 성매개감염병 진단 솔루션을 몽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함
• 미래 계획 : 폐암, 당뇨병성 망막 진단 등 엑스레이 영상 분석 제품군 확대 및 상용화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AI기반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 뷰노는 AI 기반 의료 시장이 신시장임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규제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부터 진출해
실적을 쌓음
● AI기반 의료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허가 등록, 보험등재, 효용성
검증 등으로 인해 임상 적용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AI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Markets and markets, 2018) : (’18) 21억 달러 → (’25) 361억 달러

● 뷰노는 AI 솔루션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 병원,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사례를 확보
- AI 기반 영상분석 서비스인 뷰노는 다양한 의료영상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진 문제를 최소화
- 골연령 판독과 같이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가 커서 의료진들이 번거로워하는
업무 대체 솔루션이 의료현장에서 호응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상용화 우선
순위를 선정해 점차 제품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접근함
-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함께 AI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했으며
국내 최초 AI의료기기 인증15)에 성공함
15) 식약처는 엑스레이 영상에 대한 골연령 분석 소프트웨어인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 Med BoneAge) 대상 판매를 허가(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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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활용성) 현지를 겨냥한 특화 서비스 및 국내-해외 연계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
(1) (해외수요 맞춤 공략) 로컬 비즈니스로 현지 수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 서비스 개발
[사례 ⑨ : 스윙비]
<스윙비 – 인사관리 SW>

• 기업명 : 스윙비(Swingvy)
• 설립년도 : 2016년
• 서비스 : 중소기업 대상 급여, 보험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HR(인사관리) SaaS 서비스
• 해외진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에 진출하여 현재 5천개의 고객사를 확보함
• 미래 계획 : 고객사의 급여, 인력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적합한 보험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홍콩 등 다른 동남아 시장 진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스윙비는 중소기업 맞춤 HR 소프트웨어로 동남아에서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
기본기능 무료 제공 및 현지 인력 전담 영업을 통해 진출
● 스윙비는 동남아 지역 7천만 개 중소기업16)의 사내 HR 업무 처리 시스템이 낙후된
것에 주목해 기본 HR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급여계산, 보험 가입은 유료인
SW를 출시

16) 한국경제, 2019

16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 동남아 대부분의 기업이 수기나 구식 SW기반으로 채용, 성과관리 등 HR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및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함
* HR SW 시장 글로벌 규모 전망(Grand View Research, 2018) : (’18) 180억 달러 →
(’25) 300억 달러

- 한국과 달리 기업에서 직원 보험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보험사 연계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해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높음
● B2B SW이기 때문에 현지 인력 위주로 영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
-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거점 삼아 경력직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대기업인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erhad)와 거래하는 데 성공함
- 제품개발팀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더 뛰어난 한국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직구성을 이원화함
[사례 ⑩ : 밸런스히어로]
<밸런스히어로 – 모바일 월렛 앱>

• 기업명 : 밸런스히어로(Balance Hero)
• 설립년도 : 2014년
• 서비스 : 선불제 스마트폰의 잔액과 데이터 사용량 확인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바일 선불요금 충전,
요금 결제를 지원
• 해외진출 : 현재 7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앱으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앱 전체 부문 사용률
및 다운로드 수 기준 10위를 차지
• 미래 계획 : 보험 ‧ 송금 ‧ 커머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발전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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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밸런스히어로는 인도인들이 많이 쓰는
선불요금제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 및 현지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인도의 금융
플랫폼으로 부상
● 밸런스히어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는 인도시장에서 기존에 불편했던
잔액 확인 서비스를 손쉬운 앱으로 구현하고 모바일 결제 기능을 추가해 핀테크
시장으로 진출
- 매달 1,0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90% 이상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충전 및 잔액 확인이 일상적이나 기존에는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17) 사용자 불편이 컸음
- 통신비용에 민감한 인도인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데이터 사용 없이도 실시간
잔액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사용습관에 맞는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로 경제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 온라인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에서는 모든 핀테크가 모바일 충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충전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한 밸런스히어로의 향후 핀테크
시장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밸런스히어로는 한국 최초로 2017년 인도 모바일 결제 사업에 필수인 선지급 결제 수단
(Prepaid Payment Instrument, PPI) 라이선스를 인도 정부로부터 발급받음

● 밸런스히어로는 친구 추천 보상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 간의 입소문 효과를 유도
- 추천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약 30분 동안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추천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화제가 됨

17) 기존 잔액 확인 서비스의 경우 단말기와 기지국 간 통신용 프로토콜 방식(*1223# 입력→ 기지국 연결 → 기지국이
사용자에게 잔액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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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수요 연계 창출) 해외 수요가 유발되는 국내 비즈니스 개발을 통해
시너지 창출 도모
[사례 ⑪ : 원티드랩]
<원티드랩 – 지인 추천 채용 플랫폼>

• 기업명 : 원티드랩(Wantedlab)
• 설립년도 : 2015년
• 서비스 : 지인 추천 채용시 추천인과 합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력직 구인구직 서비스
• 해외진출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 5개국에서 4,300개 기업에 70만명의 매칭지원
• 미래 계획 : AI 기반 매칭 정확도 제고 및 신입 채용시장 진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기업 채용 성공시 추천인과 합격자가 보상금을 받는 지인추천 채용 서비스
스타트업 원티드랩은 국내 비즈니스 기반 및 현지 전문가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일본의 채용 트렌드를 공략
● 최근 종신고용의 전통이 깨지고 경력직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원티드랩은 가격경쟁력과 한국 개발자 인력확보로 주목받음
- 기존 일본 경력직 채용의 경우 기업이 연봉의 30%~100% 수준을 헤드헌팅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원티드랩 서비스는 헤드헌터 없이 지인 추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5% 수준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
- 개발자 채용 수요가 높은 일본 IT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원티드랩에서 연계한
양질의 인력 매칭을 통해 원티드랩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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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에게 일본 지사 운영을 전담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전적인 현지화를 도모
- 위워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로 헤드헌팅사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을 공략해 관련 채용정보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함
으로써 일본 젊은층에게 각광받고 있음
-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은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지만, 일본의 경
우 추천 후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문화를 반영해 응원이라는 방향으로
접근
[사례 ⑫ : 센트비]
<센트비 – 해외송금>

• 기업명 : 센트비(Sentbe)
• 설립년도 : 2015년
• 서비스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 해외진출 : 필리핀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 현재 18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누적 송금액이 2,000억원을 돌파
• 미래 계획 : 기업송금 서비스 및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 개발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 종합, 연구자

소액 해외 송금서비스 센트비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 해당국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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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금융권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간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해외시장에 진출해 비즈니스를 확대
- 기존 은행들이 사용하는 스위프트(SWIFT) 대신 프리펀딩(Prefunding)18)
및 풀링(Pooling)19) 송금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 예측을 통해 송금 효율성
을 높임으로써 최대 95% 수수료 절감 및 최대 24시간 이내 송금이 가능
* 개인 해외 송금액(한국은행, 억달러) : (’16) 90.8 → (’17) 109.9 → (’18) 114.5

- 국내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필리핀 송금 수취 점유율 1위 기업인 세부아나
(Cebuana), 베트남 무역은행(Vietcombank), 말레이시아 트랭글로(Tranglo)
등과 제휴를 맺고 해외 송금사업을 확장
● 국가별로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따로 두고 고객 불편 사항에 응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학 및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송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고객센터를 구축
- 해외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서비스 가입 및 인증 방법, 송금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1대1 서비스를 지원

18) 해외 제휴 은행에 미리 송금한 후 고객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돈을 지급
19) 국제 금융 통신망 없이 여러 건의 소액 송금을 모아 기존 은행 간 금융·통신망을 통해 한 번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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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빅데이터 발생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여건이 조성됨
● 기업 내 · 외부 및 정형 · 비정형으로 데이터 발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미래 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처방분석
(Prescriptive Analysis) 단계의 고부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음
<빅데이터의 발생>

자료 : 김계홍(2012), 연구자

<분석우위모델(Analytics Ascendency Model)>

자료 : Gartner(2012), 연구자

금융, 의료, 경영관리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초기 시장선점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 테크는 클라우드 및 모바일을 주요 인프라로 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개인화, 자동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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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산업의 소액송금, 신용평가, 자산운용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에 대한 효율화 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을 반영하여 개인화
된 관리를 추구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기술의 발달과 의사의
업무 자동화 수요가 시장 확대의 촉매제로 기능
- 스마트폰 확산 및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경영관리 서비스들도
클라우드, 모바일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추구
<산업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해외진출 사례>
산업

서비스 발달 환경

해외진출 서비스
소액송금(센트비)

핀테크

기존 금융서비스
효율화 수요 증대

신용평가(크레파스솔루션)
자산운용(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모바일 플랫폼화

결제(밸런스히어로)
예측(메디젠)

정밀의료 기술 발달

예방(웰트)

디지털 헬스케어
치료(네오펙트)
의사 업무 자동화 수요 증대

영상판독(뷰노)
컨설팅·관리·운영(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인사관리(스윙비)
경영관리
광고(버즈빌)
모바일 플랫폼화
채용(원티드랩)
자료 : 연구자

● 아직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편의성 수요와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선점 기회가 특히 주목할 만함
* 스윙비(인사관리 - 인도네시아 진출), 밸런스히어로(모바일 잔액 충전 및 결제 - 인도 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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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성, 유효성, 활용성
확보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20)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특화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구축 및 고도의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현지인력 활용으로 서비스 현지화를 추구함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 방법 및 비즈니스 전략>
데이터
특징

경쟁우위
기반

기업명

제공 서비스

비즈니스 전략

메디젠

(헬스케어)유전자 검사

∙ 동양인 유전 데이터 확보로
동남아 시장 특화

버즈빌

(경영관리)광고

∙ 기업 모바일 광고 편의성 개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핀테크)자산운용

∙ 다면분석을 통한 기대수익률 제고

네오펙트

(헬스케어)재활

∙ 개인화된 재활 서비스 개발

크레파스
솔루션

(핀테크)신용평가

∙ 대안신용평가 솔루션 개발

웰트

(헬스케어)웨어러블

∙ 모기업 네트워크 및 브랜드 활용으로
웨어러블 기기 패션제품화

베스핀글로벌

(경영관리)클라우드 관리

∙ 국내 글로벌 기업 및 정부 프로젝트
수주로 레퍼런스 확보

뷰노

(헬스케어)영상판독

∙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진 편의성 위주의 개발

스윙비

(경영관리)인사관리

∙ 동남아 기회요인 포착 후
현지인 영업 주력

밸런스히어로

(핀테크)모바일 결제

∙ 인도 현지 문화 이해

원티드랩

(경영관리)구인구직

∙ 국내인력과 해외기업 간 매칭으로
신뢰도 제고

센트비

(핀테크)해외소액송금

∙ 국내외 송금수요의 효율적 연결

데이터의 양
생산성
데이터 분석

국내 파트너십
유효성
국내 실적

해외 수요
맞춤 공략
활용성
해외 수요
연계 창출
자료 : 연구자

●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사용자 가치 제고 노력은 데이터와 사용자 수 상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20) ‘사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사용자 가치 증가→다른 사용자 유입으로
’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Matt Turck,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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