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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2019 FINTECH100’을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2.vc/wp-content/uploads/2019/11/2019Fintech100.pdf

Overview

KPMG 인터내셔널과 핀테크 벤처투자기관 H2 벤처스(H2 Ventures)은
공동 연구로 ‘2019 핀테크 100대 기업 (2019 Fintech100)‘을
발표했습니다. KPMG는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핀테크 기업 중 기술
혁신성, 자본조달,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50대 리딩(Leading) 기업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이머징(Emerging) 기업을 선정하고있습니다.

지역별로 2019년에는 아시아태평양(호주, 뉴질랜드 포함)에서 42개,
영국을 포함한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에서 36개, 미주 지역에서
22개의 핀테크 기업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상위
10위 이내를 선점했던 중국은 2019년에도 3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리면서 핀테크 시장에서의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상위 10권에는
싱가포르와 인도, 인도네시아의 기업 4곳이 포함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의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과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인 징둥디지털과학기술 (JD Digits)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업체 고젝(GoJek), 5위는
인도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티엠(Paytm), 6위는 중국의 인터넷
금융업체 두샤오만금융(Du Xiaoman Financial)이 기록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플랫폼서비스
토스(Toss)가 29위로, 3년 연속 ’50대 리딩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50대 이머징 기업’에 해외송금 서비스 업체인 모인(Moin)이
포함됐습니다.

2019 핀테크 100 대
기업 발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국 은 토 스 (Toss),
모인(Moin)이선정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energy-innovation
https://h2.vc/wp-content/uploads/2019/11/2019Fintech1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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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테크 100대 기업‘에 오른 기업들은 지난
1년간 18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조달한 것을 포함하여 총 70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 이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 및 송금업체(27개)가 주도적인 가운데 자산관리
및 브로커리지 (19개 ), 보험 (17개 ), 자금조달 및 대출 (15개 ),
네오뱅크(9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 및 브로커리지, 보험,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지급결제 및 송금업체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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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Highlights

1.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혁신의 원동력

2019년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9 핀테크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18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으며, 기업 출범 이후에는 총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 선두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

2019 핀테크 100대 기업 중 32개의 기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이 유치한 평균 투자금은
12.5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주요 벤처
투자자로는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 소프트뱅크가 있으며,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BBVA, 텐센트 등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도
있습니다.

3. 규모의 혁신

5년 연속으로 선정된 중국의 앤트파이낸셜부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호주의 셈포(Sempo)와 같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단순
혁신만으로는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핀테크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규모의 혁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 중국의 지속적인 강세와 인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

중국은 지난 3년간 핀테크 100대 기업을 이끌었으며, 올해도 상위
10위 안에 3개의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중산층 인구의
23%가 살고 있는 인도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약 9억 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반면, 은행 계좌 수는 2.7억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즉, 인도는 과거 선진국이 경험한 발전
단계와는 달리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 8개가 인도 핀테크
기업이며, 이 중 페이티엠(Paytm)과 올라(Ola) 2개사가 상위 10위
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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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핀테크 산업의 확산 과 지속적인 성장세

핀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원동력이었으며, 핀테크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영향력과 혁신성 측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더 많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슈왑(Charles
Schwab), 골드만삭스,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플레이어들은 스타트업
만큼 혁신적이며 더불어 거대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전통적 산업과의 경계 붕괴

산업이 융합되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편한 점을 제거하고자
관련 산업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정책 및 규제 수준(예: 가상 은행 라이선스,
오픈뱅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바탕으로
기술 플랫폼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결제, 대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산업과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며, 더 많은 비금융서비스 업체들이 금융산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세계화되고 있는 핀테크

올해 핀테크 시장을 분석한 결과 더 많은 기업들이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빠르게 세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그랩 (Grab), 올라 (Ola), 오크노스 (OakNorth), 레볼루트 (Revolut),
몬조(Monzo), N26 및 클라르나(Klarna) 등과 같은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에서 기반을 다진 후, 미래
성장을 위해 미국이나 아시아와 같은 더 큰 시장을 목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8. 단일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초기 핀테크 기업들은 단일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고객의 니즈를 수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경쟁 촉진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규제를 재정비(예: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상
은행 라이선스 도입 및 호주의 제한된 ADI 라이선스 도입 등)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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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오픈뱅킹은 고객이 어디에서든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으로, 금융산업 진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2019년 선정된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유럽의 PSD2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 호주의 오픈뱅킹 및 고객 데이터
권리 법안(Customer Data Right legislation)과 같은 글로벌 정책을
통해 은행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여 보다 개인화된 경험과 새로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은 혁신을 주도합니다. 혁신은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 서비스 산업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10. 떠오르는 아시아 지역

‘2019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는 아시아에 소재한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받은 11개
핀테크 기업 중 8개가 중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이었습니다 . 한국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Toss)가 29위로 3년 연속 ’50대 리딩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동
기업은 모바일 송금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종합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50대 이머징 기업’에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인(Moin)이 새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기업에 VC(Venture Capital), 금융회사, 기업
등의 투자자금이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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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핀테크 100대기업: Leading 50

2019년
순위

전년
순위

기업명 섹터 소재국 설립연도 특징및주요서비스

1 1 앤트파이낸셜
(Ant Financial) Multi 중국 2004 세계최대제3자결제플랫폼으로플랫폼을통한다각화된금

융서비스제공

2 3 그랩(Grab) Multi 싱가포르 2012 동남아시아 6억 2천만명이상이사용하는플랫폼으로교통부
터결제에이르는다각화된서비스제공

3 2 징둥디지털과학
기술(JD Digits) Multi 중국 2013 빅데이터, IoT, AI 등기술기반회사로 디지털-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플랫폼지향

4 New 고젝(GoJek) Payments 인도네시아 2010 동남아시아대상 Gopay, Gobills, Gopoints, Paylater, Gopulsa 등
20개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멀티서비스플랫폼

5 New 페이티엠(Paytm) Payments 인도 2010 3억 8천만명이상의등록사용자와 1,200만명의상점이이용
하는인도최대모바일상거래플랫폼

6 4
두샤오만금융
(Du Xiaoman Finan
cial)

Lending 중국 2015 단기대출및투자서비스제공

7 14 컴패스
(Compass) Payments 미국 2012 엔드투엔드(End-to-End) 부동산중개특화서비스제공

8 New 올라(Ola) Multi 인도 2010 Ola Money  기반간편결제및승차공유플랫폼

9 42 오픈도어
(Opendoor) Payments 미국 2014 주택대상비공개가격결정알고리즘에따라산출된최적가

격제시등부동산중개서비스제공

10 20 오크노스
(OakNorth) Lending 영국 2015 중소기업및부동산대출전문기업

11 10 루팍스(Lufax) Lending 중국 2011 중국핑안그룹자회사로투자및자금조달, 자산관리플랫폼

12 19 클라르나(Klarna) Payments 스웨덴 2005 온라인전자상거래기업으로간편결제서비스 제공

13 24 N26 Neobank 독일 2013 챌린저뱅크

14 8 로빈후드
(Robinhood) Wealth 미국 2013 주식매매와 ETF 거래에대한무료수수료거래서비스제공

15 5 소파이(SoFi) Lending 미국 2011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등 P2P 대출중개플랫폼

16 7 누뱅크(Nubank ) Multi 브라질 2013 무계좌신용카드발급및챌린저뱅크지향

17 37 트랜스퍼와이즈
(TransferWise) Payments 영국 2011 전세계외환거래및이체플랫폼

18 11 원컨넥트
(OneConnnect) Multi 중국 2015 중국평안보험의 IT 부문자회사로클라우드서비스등제공

19 16 클로버헬스
(Clover Health) Insurance 미국 2013 데이터기반의료보험스타트업

20 6 오스카헬스
(Oscar Health) Insurance 미국 2013 원격의료, 모바일앱등의기술결합보험서비스제공

21 18 폴리시바자
(PolicyBazaar) Insurance 인도 2008 인도최초블록체인진출핀테크기업으로, 주요대형보험회

사들의각종금융서비스등을비교분석

22 9 아톰뱅크
(Atom Bank) Neobank 영국 2014 챌린저뱅크

23 41 렌딩카트
(Lendingkart) Lending 인도 2012 빅데이터분석기반소상공인및중소기업운영자금대출서

비스제공

24 15 스트라이프
(Stripe) Payments 미국 2011 카드, 은행계좌상온라인지급결제솔루션제공

25 50 레모네이드
(Lemonade) Insurance 미국 2015 P2P 보험등혁신적보험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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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핀테크 100대기업: Leading 50 (계속)

2019년
순위

전년
순위

기업명 섹터 소재국 설립연도 특징및주요서비스

26 13 레볼루트
(Revolut) Multi 영국 2015 유럽내환전및송금부문스타트업에서챌린저뱅크로성장

27 22 몬조(Monzo) Neobank 영국 2015 챌린저뱅크

28 New 방코인터
(Banco Inter) Neobank 브라질 1994 챌린저뱅크

29 28 토스(Toss) Payments 한국 2013 모바일송금등금융플랫폼

30 25 웰스심플
(Wealthsimple) Wealth 캐나다 2014 온라인금융상품및자문업무제공

31 31 어펌(Affirm) Lending 미국 2012 신용평가모델기반모바일할부결제서비스제공

32 49 에어월렉스
(Airwallex) Payments 호주 2015 외환, 국제결제등외환관련특화서비스제공

33 New 유도캐피탈
(Judo Capital) Lending 호주 2017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대상대출서비스제

공

34 48 코인베이스
(Coinbase) Payments 미국 2012 디지털통화온라인거래플랫폼

35 23 위랩(WeLab) Neobank 중국 2013 홍콩, 중국등에서온라인대출플랫폼을운영하는금융기술
벤처기업

36 Emergi
ng 모모(MoMo) Payments 베트남 2013 전자지갑및결제응용프로그램제공

37 21 크레디테크
(Kreditech) Lending 독일 2012 머신러닝등을활용한온라인데이터기반개인대출서비스

제공

38 29 리퀴드(Liquid) Wealth 일본 2014 암호화폐거래소로 시작하여블록체인활용지급결제등통합
금융서비스제공

39 35 네이버(Neyber) Wealth 영국 2014 직원급여공제대출 및금융교육등다양한자산관리서비스

40 Emergi
ng

싱라이프
(Singlife) Insurance 싱가포르 2014 생병보험부문인슈어테크

41 New 크레타스
(Creditas) Lending 브라질 2012 디지털담보대출플랫폼

42 Emergi
ng 방케라(Bankera) Neobank 리투아니아 2017 블록체인기반거래플랫폼으로블록체인시대의은행지향

43 30 캐비지(Kabbage) Lending 미국 2008 중소기업대상온라인자금조달플랫폼

44 New 레이진(Raisin) Wealth 독일 2012 저축식상품등자산관리상품

45 43 메트로마일
(Metromile) Insurance 미국 2011 주행거리기반자동차보험등새로운자동차보험상품개발

46 32 아우어크라우드
(OurCrowd) Wealth 이스라엘 2012 글로벌벤처투자플랫폼

47 26 애프터페이터치
(AfterPay Touch) Payments 호주 2014 온라인쇼핑몰연계할부거래옵션제공

48 New 콜렉티브헬스
(Collective Health) Insurance 미국 2013 미국온라인건강보험회사

49 44 폴리오(Folio) Wealth 일본 2015 테마투자등온라인투자상품제공플랫폼

50 36 중안(ZhongAn) Insurance 중국 2013 기술기반온라인전용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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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핀테크 100대기업: Emerging 50

기업명 섹터 소재국 설립연도 특징및주요서비스

악코보험
(Acko General Insurance) Insurance 인도 2016 손해보험전문인도온라인인슈어테크

알파카재팬
(AlpacaJapan) Wealth 일본 2016 딥러닝과빅데이터, AI를활용한금융시장예측및분석

아보(Arbor) Wealth 스페인 2017 자동저축애플리케이션

아세나홈론
(Athena Home Loans) Lending 호주 2017 주택융자플랫폼

뱅크드(Banked) Payments 영국 2017 온오프라인상공인, 핀테크기업에게낮은비용의실시간지불수단개발

빌리(Billie) Lending 독일 2016 미지불송장의수취채권에근거한중소기업특화디지털대출제공

바이낸스
(Binance) Payments 몰타 2017 디지털기술결합암호화폐거래플랫폼

비넥스트(Bnext) Neobank 스페인 2017 송금, 대출및모기지, 투자등다양한금융상품에대한마켓플레이스

보태생명보험
(Bowtie Life Insurance) Insurance 중국 2018 홍콩최초인가디지털생명보험회사로 혁신적인기술을통한완전한디

지털보험서비스제공

캐시레즈(Cashlez) Payments 인도네시아 2015 mPOS 솔루션활용, 스마트폰및태블릿으로카드결제서비스등결제솔
루션제공

클릭(Clik) Payments 캄보디아 2017 소비자와유통업자간디지털결제방식과사용경험증진을추구하는결
제서비스제공

데이지(daisee) Multi 호주 2017 금융기관 AI 기반컴플라이언스 솔루션및레그테크(Regtech )부문비즈니
스솔루션제공

디터(Dether) Payments 프랑스 2017 분산형 P2P 이더리움매매플랫폼

파이낸베스트
(Finanbest) Wealth 스페인 2016 B2C, B2B 로보어드바이저프로그램을지원하며온라인투자조언및포트

폴리오관리서비스제공

핀하이(Finhay) Wealth 베트남 2017 밀레니얼세대타켓팅소액투자기회제공, 뮤추얼펀드플랫폼제공

플렉시론
(FlexiLoans) Lending 인도 2016 MSMEs(Micro-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특화온라인대출플랫

폼

포워드레인
(ForwardLane) Wealth 미국 2016 자산운용사, 시중은행등 B2B 전문 AI API 플랫폼제공

하비토(Habito) Wealth 영국 2016 무료온라인주택담보대출 중개업

인베스트수트
(InvestSuite) Wealth 벨기에 2018 B2B 대상로보어드바이저 솔루션등자동화투자관리솔루션을서비스화

(As-a-Service)로 제공

인비오우(Inviou) Multi 이스라엘 2018 금융기관대상사기및보안디지털 DLT 레지스트리제공

라티페이(Latipay) Payments 뉴질랜드 2015 뉴질랜드상공인대상국제송금에초점을맞춘온라인솔루션제공

런칠(Lunchr) Payments 프랑스 2016 점심식사바우처, 레스코랑연계지출관리등음식료관련지출서비스제
공

마시(Masii) Insurance 태국 2016 자동차보험등금융상품비교온라인플랫폼

메너체인솔루션
(MenaChain Solutions) Payments 아랍

에미리트
2017 암호화폐를통해현금등기존지불결제수단대체서비스제공

미오테크
(MioTech) Wealth 중국 2016 아시아지역내기업분석및 ESG 리스크, 포트폴리오리스크등투자관련

데이터제공

주: Emerging 50은순위미발표,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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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핀테크 100대기업: Emerging 50 (계속)

기업명 섹터 소재국 설립연도 특징및주요서비스

모인(Moin) Payments 한국 2016 해외송금서비스

문샷인터넷
(Moonshot-Internet) Insurance 프랑스 2017 사용량기반보험상품과인터넷상거래특화보험서비스제공

멀티플라이
(Multiply) Wealth 영국 2016 자동화∙복합적 금융자문서비스제공

마일로(Mylo) Wealth 캐나다 2016 잔돈투자서비스 등자산투자관리 서비스제공

나마스테크레딧
(Namaste Credit) Lending 인도 2018 AI 기반 MSMEs 특화원스탑금융서비스제공

넥스트인슈런스
(Next Insurance) Insurance 미국 2016 마이크로∙소기업 보험에대한원스탑서비스제공

오코파이낸스(Oko 
Finance) Insurance 이스라엘 2018 신흥국대상농작물보험등개발

옴니우스
(Omni:us) Insurance 독일 2015 AI 기반데이터추출및분류작업자동화및보험클레임솔루션제공

원디그리
(OneDegree) Insurance 중국 2016 엔드투엔드디지털보험프로세스제공

오픈(Open) Neobank 인도 2017 SMEs 및스타트업대상송장발행부터은행업무, 급여및자동회계등통
합적비즈니스뱅킹플랫폼

파파라(Papara) Neobank 터키 2016 전자화폐및지급솔루션기업으로인가후저신용자대상뱅킹및대출등
챌린저뱅크지향

페이스택
(Paystack) Payments 나이지리아 2016 아프리카대상안전하고현대적인지불결제서비스제공

폴리시팔
(PolicyPal) Insurance 싱가포르 2016 보험료, 보장금액등보험관련정보추적과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디지

털보험매니저

리벨(Rebel) Lending 브라질 2016 데이터, AI 기반온라인대출플랫폼

런딧(Rundit) Wealth 핀란드 2017 벤처기업등비상장기업투자보고서제공및포트폴리오관리플랫폼

셈포(Sempo) Payments 호주 2017 블록체인기반현금복지수혜자식별, 지출관리및프로그램모니터링서
비스제공

사일롯(Silot) Payments 싱가포르 2017 AI 기반지급, 마케팅, 대출승인, 컴플라이언스등전과정을연결하는애
플리케이션및플랫폼제공

심플리(Simply) Lending 영국 2017 중소기업대상장비구입등관련운영자금대출서비스

슬립(Slyp) Payments 호주 2017 종이영수증대신고객은행앱등을통한디지털영수증제공서비스

스펜드데스크
(Spendesk) Payments 프랑스 2016 기업대상통합∙전사지출관리 SaaS 솔루션제공

토크니솔루션
(Tokeny Solutions) Multi 룩셈부르크 2017 디지털자산∙보안토큰발행, 이전및서비스관리등을모듈방식의엔드

투엔스플랫폼으로제공

토란오텍
(Toranotec) Wealth 일본 2016 잔돈투자서비스등자산관리서비스제공

트루레이어
(TrueLayer) Payments 영국 2016 핀테크및소매업체와같은제3자가은행 API 및소비자데이터에액세스

할수있도록범용 API 구축

우아라(Uala) Multi 아르헨티나 2016 선불신용카드등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에서시작, 모바일앱을통한대
출서비스및개인금융관리 모바일서비스제공

일즈아이오
(Yields.io) Multi 벨기에 2017 AI를활용한전사적규모의자동화된모델기반리스크관리플랫폼제공

주: Emerging 50은순위미발표,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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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수 없습니다.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special-service/start-up-innovation-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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