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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e Pulse of Fintech 2018’을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Thought Leadership/Financial-
Services/2018/Pulse of Fintech - H118.pdf

I. Overview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핀테크 투자 (VC, PE, M&A) 규모는
전년동기(22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79억 달러 (875건)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10억 달러 이상 대형 딜 9건(430억 달러)이
시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상반기 최대 딜인 중국 Ant Financial의 자금조달(140억 달러)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168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 영국 Vantiv의
WorldPay 인수(129억 달러) 등 유럽에서는 대형 딜 4건(224억 달러)이
진행되어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스위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미국
등 전통적인 핀테크 선도국을 넘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VC 투자는 2015년 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나, 후기 단계 VC 투자규모 중위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성숙한 핀테크 영역인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시장선도적 기업이 출연하고, Evo Payments 등 일부 기업 등이 회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R3, Circle
Internet Finance 등 경험을 보유한 기업 및 컨소시엄이 투자자
관심을 얻었습니다. 한편 유럽과 호주 등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2018년 상반기 레그테크(RegTech) 기업에 대한 VC 투자 규모는
2017년 총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등 투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트렌드를 포착하고, 핀테크 시장의
성숙도와 다변화, 아시아 지역의 부상, RegTech에 대한 관심 증대,
오픈 뱅킹(Open Banking)을 통한 핀테크의 확산 등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579억 달러(875건)를
기록, 2017년 총 투자
규모를 상회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energy-innovation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Thought%20Leadership/Financial-Services/2018/Pulse%20of%20Fintech%20-%20H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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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lobal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핀테크 투자는 전년동기(22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79억 달러(875건)를 기록, 2017년 총 투자 규모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지급결제서비스 회사인 Vantiv의 영국
경쟁사 WorldPay 인수(129억 달러)와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Ant
Financial의 VC 자금조달(140억 달러) 등 대형 딜의 성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딜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10억 달러 이상 대형 딜 중
4건(WorldPay, Nets, iZettle 및 IRIS software)이 유럽에서 진행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외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투자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급결제와 같은 성숙된 분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보다 대형화되고 있으며 , EVO Payments의 IPO 및 WorldPay와
iZettle 의 M&A 등 지급결제회사가 성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최근 결제서비스 지침2(Payment Service Directive2,
PSD2),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MiFIDII/MIFIR, 오픈 뱅킹(Open Banking)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년
투자규모를 상회하는 13.7억 달러가 2018년 상반기 RegTech
부문에 투자 되었습니다.

지급결제분야에서자금
회수를위한다수의
IPO와M&A 성사, 
RegTech및블록체인
분야등 혁신기술에
대한투자확대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Note: Refer to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to understand any possible data discrepancies between this edition and previous editions of 
the Pulse of Fintech. Please note that the separate PE and M&A data sets both include PE buyouts as a transaction type per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 Global VC, PE and M&A activity in fintech 》 《 Global VC, PE and M&A activity in RegT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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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의 경우 실험단계를 넘어서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 R3(1억 7백만 달러), P2P지불업체
Circle(1억 1천만 달러) 및 프랑스 암호화폐업체 Ledger(7,700만 달러)
등의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인슈어테크 역시 AXA와 ING의
제휴와 같은 형태로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핀테크 투자의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obot Process
Automation, RPA),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실제 구현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RegTech 및 인슈어테크와 관련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하반기 AI, RPA, 
블록체인, 인슈어테크
분야유망, 특히유럽, 
호주등 규제환경의
변화로 RegTech투자
촉진전망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Data as of 30 June 2018.
Note: All currency amounts are in US$ unless otherwise specified. Data provided by PitchBook unless otherwise specified.

《 2018년 상반기 핀테크 부문 Top 10 거래 》

순위 기업명 국가 거래규모
(십억 달러)

세부업종 거래종류

1 Ant Financial 중국 14.0 기관/B2B Series C

2 World Pay 영국 12.9 지급결제 M&A

3 Nets 덴마크 5.5 지급결제 Buyout

4
Balckhawk Network 

Holdings
미국 3.5 지급결제 Buyout

5 iZettle 스웨덴 2.2 지급결제 M&A

6
IRIS Software

Group
영국 1.8 기관/B2B Buyout

7 PowerPkan 미국 1.1 기관/B2B M&A

8 Cayan 미국 1.05 지급결제 M&A

9 OpenLink Financial 미국 1.0
투자은행/
자본시장

Buyout

10 Nordax Group 스웨덴 0.78 기관/B2B Bu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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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mericas

2018년 상반기 미주 지역에서는 148억 달러(504건)의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지며, 2017년 총 투자 규모를 웃돌고 있습니다. 분기별 M&A와
VC 투자 규모 역시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슈어테크 및 자산관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굵직한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 중 96%가 미국에서 진행되었으나, 캐나다와 브라질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AI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하며 2018년 상반기 2억 6,30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중남미의 핀테크 투자를 주도하는 브라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Nubank가 Series E 펀딩 (1억 5천만 달러 )을
성공하며 핀테크 유니콘 클럽(Unicorn Club)에 가입하였고,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페인에서도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미주 지역에서 AI, RegTech, 인슈어테크, 블록체인 등
의 분야가 주목받으며 관련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오픈 뱅킹과 결제방식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므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2019년 이후 관련 부문의 투자 증대가
전망되며, 중남미에서는 지급결제와 대출 분야가 향후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지역은 148억
달러의 자금 조달, 
미국 외 캐나다의 AI 
투자 및 브라질 성장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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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Note: The separate PE and M&A data sets both include PE buyouts as a transaction type per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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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US

2018년 상반기 미국 핀테크 시장에서는 총 142억 달러(427건)의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M&A보다는 성장초기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VC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를 초과하며, Robinhood(3억 6천만 달러)와 같은 후기단계의
기업 투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Oscar, Lemonade와 같은 인슈어테크 및 블록체인 기반
컨소시엄 회사 R3, RegTech 관련 데이터회사 ComplyAdvantage와
머신러닝회사 Ayasdi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7년 총 투자 규모를
상회하였습니다. 지급결제 분야의 경우 성숙된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Vantiv의 WorldPay 인수, EVO Payments와 Greensky의 IPO와 같은
자금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JP morgan 등 전통적인 은행도 디지털
은행으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향후 AI와 RPA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 RegTech 및
인슈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이 높은
핀테크 가치 사슬에 참여하기 위한 유통업체와 기술 보유 핀테크
기업들 간의 공격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장 초기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중심으로 142억
달러 자금 조달,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대한투자지속

《 Total US fintech investment activity(VC, PE and M&A) in fintech companies 》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Note: The separate PE and M&A data sets both include PE buyouts as a transaction type per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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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urope

2018년 상반기 유럽에서는 260억 달러(198건)의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Vantiv의 WorldPay 인수(128억 달러)와 PayPal의 iZettle 인수(22억
달러) 등 대규모 M&A 거래와 Nets(55억 달러), IRIS software(18억
달러) 등 4건의 투자규모가 2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금융회사는 VC 펀드를 통한 핀테크 기업 투자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의 규제 환경이 은행의 대안모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영국의 Revolut(2억 5천만 달러)와 독일의
N26(1억 6천만 달러) 등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PSD2와 GDPR 시행과 영국의 오픈 뱅킹 규제
영향으로 CloudPay(2,500만 달러)와 CloudMargin (1천만 달러) 등
RegTech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EU 블록체인 파트너십
창설 선언 등에 따라 블록체인 역시 우선적인 투자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이 유럽을 주도하는 가운데 스칸디나비아가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유럽에서 RegTech, 인슈어테크 및 자산관리 분야의
투자를 비롯하여 디지털 신원 확인과 관련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상위 4개 대형
딜에 힘입어 260억
달러 자금 조달,
규제 환경의 변화로
오픈 뱅킹 및 RegTech 
분야 투자 증대

《 Total European fintech investment activity(VC, PE and M&A) in fintech companies 》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Note: The separate PE and M&A data sets both include PE buyouts as a transaction type per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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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sia

2018년 상반기 아시아에서는 Ant Financial(140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힘입어 168억 달러(162건)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실적(54억 달러)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은 Ant Financial 외 1억 달러 초과 대형 딜(4건) 등으로 아시아
시장을 주도했으며, 중국 주요 은행은 디지털과 혁신전략 개발 모색
차원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및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
중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동남아시아 내 지역적 협력 및 인슈어테크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호주와 싱가포르, 무현금 사회로의 이행을
시도 중인 인도를 중심으로 KYC와 사기방지 관련 RegTech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디지털 은행 Volt Bank는
호주 최초로 제한적 예금수취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인슈어테크분야
에서는 AI와 스마트 인수 등을 활용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인슈어테크, RegTech, 블록체인, AI가 유망 분야이며,
아시아 지역 항공기 지연 빅테이터 기반의 여행보험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지역 내 조직 간 협력이 전망됩니다.

아시아는 Ant 
Financial 성공으로
168억 달러 자금 조달, 
호주, 싱가포르 및
인도를 중심으로
RegTech 분야 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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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Pulse of Fintech 2018,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data provided by PitchBook) 9 July, 2018.
Note: The separate PE and M&A data sets both include PE buyouts as a transaction type per the Methodology section on pag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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