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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e Pulse of Fintech 2019’을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pulse-of-fintech-h1-
2019.pdf

I. Overview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핀테크 투자 (VC, PE, M&A) 규모는
전년동기(628억 달러) 대비 40% 감소한 3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총 투자 금액 대비 3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거래 건수 또한 전년 대비 63% 감소한 962건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거래로는 미국 신용평가사 던&브래드스트릿(Dun & Bradstreet)
인수 (69억 달러 ),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콘카디스 (Concardis)
인수 (60억 달러 ), 프랑스 소프트웨어 기업 이프론트 (eFront)
인수(13억 달러) 등 대형 M&A와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거래가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 뿐만 아니라 , 피델리티의
월드페이(WorldPay) 인수(430억 달러), 피서브의 퍼스트데이터(First
Data) 인수(220억 달러), 글로벌 페이먼트(Global Payments)와 토탈
시스템 서비스(Total System Services) 합병(215억 달러) 등 대규모
거래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주요 거래가 프랑스,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독일 ,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투자의 다양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투자 다양성의 증가는 대형 거래가 다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투자가 지속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픈뱅킹의 등장과 디지털 뱅크의 확산이 핀테크
투자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부문 확장의 가속화 , 웰스테크와 프롭테크 (부동산 (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부동산 중개 및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조달
서비스를 뜻함) 부문의 성장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energy-innovation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pulse-of-fintech-h1-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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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lobal

핀테크 투자자들은 2019년 상반기에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
시장에서 지급결제 및 대출 부문을 중심으로 소수의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 분야에서
투자자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기초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1-2년간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 간의 통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미국에서 체결예정인 대규모
M&A를 고려할 때,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레그테크 (Regtech), 사이버 보안 , 웰스테크 (Wealthtech) 및
프롭테크(Proptech)는 성장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선두
기업이 핀테크 분야에서의 통합과 합병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Global VC, PE and M&A activity in fintech 》

“최근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IT 공룡 기업들, 즉 ‘big techfin’들의 역할 확대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 서비스 산업 내 경쟁 환경이 보다 치열해지고, 전통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전략적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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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mericas

미주 지역에서는 2019년 상반기 210억 달러(545건)의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위 10개 핀테크 기업 투자 중
7건이 미국이 차지했으나 3건이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어
미국 외 국가에서 핀테크 시장이 성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모건스탠리의 솔리움 캐피탈(Solium
Capital) 인수(8억 달러), H&R Block의 웨이브 캐피탈(Wave Capital)
인수(4억 달러) 등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는 등 미국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에 기반을 둔
지급결제 업체인 Prisma Medios de Pago가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M&A 딜이
마무리되면서 상당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인공지능(AI)이 지속적으로 주목 받는 가운데,
규제가 완화된 캐나다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 증대가 전망되며
중남미에서는 지급결제 분야가 주요 관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지역은 21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미국 외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등의
핀테크 시장이 부상

《 Fintech VC, PE and M&A activity in the Americas 》

“캐나다 VC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거물급 VC 기업들 역시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
자체가 북미 전역에 걸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핀테크 시장 성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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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US

2019년 상반기 미국 핀테크 시장에서는 전년도 하반기 대비 감소한
183억 달러(470건)의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M&A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 중 신용평가사 던&브래드스트릿 인수(69억
달러 )는 미국 내 핀테크 부문의 최대 바이아웃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전자중개 및 테크놀로지사
인베스트먼트 테크놀로지 그룹 (Investment Technology Group)
인수(10억 달러) 등의 대형 투자가를 비롯하여 SoFi, Carta, Affirm
등도 대규모 VC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결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퍼스트데이터 인수, 월드페이
인수, 토탈 시스템 서비스 인수 등 세 건의 대형 M&A 거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슈테크(Insurtech) 분야의 투자는 다소 둔화된 반면,
웰스테크 분야는 디지털 플랫폼과 로보 어드바이저의 결합으로 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대규모 M&A 거래가
마무리되어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사이버 보안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Libra)’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대형 M&A를
중심으로 183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 
결제 부문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규모
M&A 거래 기대

《 Total investment activity in fintech in the US》

“올해 미국 핀테크 투자는 대규모 M&A 발표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금 분야 또한 디지털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B2B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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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urope

2019년 상반기 유럽에서는 132억 달러(307건)의 자금이 조달어,
전반적인 핀테크 투자는 줄어든 양상입니다. 하지만 후기단계 및
성숙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VC
투자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와 유럽의회 선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핀테크 자금을 모은 가운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그린실
캐피탈(Greensill Capital) 투자(8억 달러), 앤트파이낸셜의 월드퍼스트
UK(WorldFirst UK) 인수(7억 달러) 등 유럽 내 10대 핀테크 거래 중
6건이 영국계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투자 건수는 줄었으나,
콘카르디스 인수(60억 달러), 챌린저 뱅크 N26 투자(3억 달러)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핀테크 분야의 건재함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유럽의 핀테크 투자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PSD2에 따른 SCA(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강력한 고객
인증)가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어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후기단계 및
성숙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투자세 보이며
132억 달러의 자금
조달, 하반기 SCA
시행으로 관련
스타트업에 관심 증가

《 Total investment activity in fintech in the Europe》

“Google Payments, 스트라이프, Facebook 등 다수의 기업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아일랜드에서 전자화폐 인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 유럽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아일랜드 및 기타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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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sia Pacific

아시아 지역의 2019년 상반기 핀테크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18년과 달리, 메가 딜 감소, 중국 핀테크 산업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등의 이유로 대폭 감소해 36억 달러(102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중국을 포함한 총 7개 국가의 기업이 상위 10개 거래에 포함되면서
지역적 다양성을 보였으며 , 한국 기업 블록체인 거래소
연 합 (Blockchain Exchange Alliance, BXA) 은 2 억 달 러 의
투자(시리즈A)를 이끌어 내며 아시아 내 2위의 거래 규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상반기 핀테크 부문 투자가 줄었으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부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콩의 가상은행 라이선스 발급에 이어 싱가포르
역시 비금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센트나 앤트파이낸셜과 같이 비전통적 금융기관의 등장과
보험사와 통신사가 합작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허가를 받는 등
이종간의 결합이 아시아 지역 내 챌린저뱅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핀테크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
핀테크 산업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이 36억 달러에
그쳤으나, 지역적
다양성이 눈에 띔

《 Fintech VC, PE and M&A activity in Asia Pacific 》

“중국의 핀테크 시장은 독특합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BAT로 불리는 세 기업이 핀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군에 대한 비즈니스를 확장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AT가 진입하지 못한
니치 마켓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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