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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82억
달러를 기록

핀테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이 금융산업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슈어테크 (Insurtech)와 블록체인 기술은 2017년 말까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VC 및 기업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부상하고 ,

핀테크 영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The Pulse of Fintech Q3 2017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8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투자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63억 달러)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분기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는 최근 5분기

최고치인 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1/pulse-of-fintech-q3-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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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분기 하이라이트

• 2017년 3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전 분기 93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총 211건의 거래와

3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3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 글로벌 기업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규모는 줄어 들고

있지만 참여율은 전체 거래 중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에 기반한 벤처캐피탈의 엑시트(Exit)는2017년

3분기에 급증하여 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산업에서의 엑시트에 있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는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까지 179 건의

거래에 걸쳐 1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는
연말까지 사상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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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3분기에 이루어진 글로벌 메가딜 중 6건을 포함하여

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분기 핀테크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는 미국의 핀테크 투자를 견인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수 로보어드바이저보다 하이브리드 기술 (인간 및

알고리즘)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Charles Schwab)과 뱅가드(Vanguard)와 같은 기관은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순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였던 베터먼트(Betterment)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상품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와 달리 미국에서는 초기 단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총 거래 건수가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체 투자금을 초과 하였습니다.

미국은 3분기에 이루어진
글로벌 메가딜 중 6건을
포함하여 50억 달러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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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2017년 3분기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투자는 41건으로, 약 12.1

억달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여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핀테크 투자액은 7억 4,500만

달러로 아시아 지역 전체 핀테크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벤처투자 규모만 8,770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지역 핀테크

투자에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인도,

한국이 상위 10건의 핀테크 투자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아시아 핀테크 벤처투자에서 기업의 참여 비율은 전체

투자 라운드의 22%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직접투자 규모는

연간 누적기준으로 8억 4천만 달러로 2017년에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핀테크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홍콩, 인도, 한국이
아시아 핀테크 투자 상위
10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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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17년 3사분기 유럽의 핀테크 투자액은 16억 6천만 달러로,

2017년 2사분기 20억 달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가 7억 달러 이상으로 특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 중간 규모의 핀테크 투자 역시 1,730만 달러로

2016년의 1,02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유럽에서 기업벤처캐피탈(CVC) 투자는 2016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연간 누적기준으로 6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벤처투자에서 기업의 참여율도 2016년 13%에서

2017년 20%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콘카디스(ConCardis)

2차 매수에 힘 입어 유럽 핀테크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영국은 프로디지 파이낸스(Prodigy Finance), 네이버 (Neyber)

등 유럽 최대 규모의 투자 7건을 성사시켰습니다.

유럽의 총 핀테크 투자액은
지난 분기대비 다소 감소
했으나, 벤처캐피탈 투자는
7억 달러를 상회하며 강세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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