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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였고, 특히 지급결제
및 대출 부문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The Pulse of Fintech Q1 2017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 투자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서 불확실성을 겪은 후, 꾸준히 지속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테크시장의 M&A는 2016년 4분기에큰폭의감소세를

보이며 낮게 유지되었지만, 벤처캐피털(VC) 자금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모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고점을훨씬밑도는수준에머물고있습니다.

한편,기업투자가들은은행,보험사및기타금융기관이 혁신적인

기술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핀테크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2017년 1분기부터,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의 VC로

활동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직접투자를 넘어, 기업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s) 및 제휴

관계(Alliances)를구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습니다.

핀테크 내부의 세부 업종별로는 지급결제 (Payments)와

대출(Lending) 부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밖 에 사물 인 터넷 (IoT), 빅 데이 터 , 레 그테 크 (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부문 역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4/pulse-of-fintech-q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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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 현황

2010년부터 2017년 1분기에 걸쳐 큰 흐름을 살펴볼 때,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2016 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이후 2017년

1분기에 이르러,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 4분기의 41억

달러보다 다소 감소하여 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지난 세 분기 동안의 핀테크 투자의 정체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2014년을

기점으로 핀테크 벤처 산업이 급격히 확대된 이후 조정

(Normalization)을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

시장의 특정 섹터에서 출현한 선두 핀테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가로막힌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합병(Consolidation) 움직임은 아직 없어, M&A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이후 조정국면에
접어들며 다소 정체된
수준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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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타트업의 업력별 자금조달 현황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의 업력(Stage) 별 자금조달규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 조달하는 평균적인

자금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후기 단계(Later Stage)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2015년 2천만 달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1분기 현재 절반 수준인 1천만

달러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창업단계(Angel/Seed Stage)와

초기단계(Early Stage) 투자 규모는 전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제품개발주기는 ‘①아이디어

구상→ ②내부실험(Experimentation)→③시제품 (Prototype)→

④소비자 테스트→⑤생산/마케팅’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단계까지는 시제품 개발에 힘쓰는 시기로 ,

투자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기단계의 자금조달에 VC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기

투자의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가 그만큼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의 후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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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벤처 투자

기업은 통상 벤처캐피탈(VC)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투자할인센티브를갖고있습니다.투자자들의딜발굴

및 자문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벤처 투자가들은 기업문화의 특성상 잠재적

인수 (Acquisition)나 파트너십 (Partnerships) 구축을 위한

포지셔닝을 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혁신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기업의 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후기

단계(Late-stage) 자금 조달에의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아시아 기업 투자가들 역시 활발한 투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업은 혁신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VC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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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케피털의 핀테크 투자 회수 동향

핀테크에 투자한 글로벌 VC의 투자 회수(Exit) 경로별 비중을

살펴 보면 ,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전략적 인수(Strategic

Acquisition)와 경영권 매수(Buyout)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분기에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한 회수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전략적 인수(80%)와

경영권 매수(20%)를 통한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VC들이 장기간을 요하는 IPO 보다는 전략적 인수를

통한 사업 시너지 창출이나 , 경영권 매수를 통한 차익거래

기회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략적

인수 비중의 확대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과의 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몸집을 키우는 VC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영권을 인수한 후 경영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차익을 얻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의 투자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글로벌
핀테크 VC의 투자 회수
시장에서는 전략적 인수와
경영권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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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핀테크 투자 동향

(1) 미국 : 2017년 1분기 핀테크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수준인 124건의 거래와 15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미루는 조심스러운 모습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는 1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거래 건수 또한

증가했습니다. 특히 후기 단계(Later Stage) 거래가 증가하며

2016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입증 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의 변화가 2018년에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시장에서 집행 되지 않은 투자금의

해소는 2017년 2분기까지 지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럽 : 핀테크 투자는 소폭 성장하여 89건의 거래와 8.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67건과 6.1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 1분기는 최근 유럽 벤처캐피탈

투자에 있어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한 분기입니다.

특히, 영국이 유럽에 투자하는 상위 10대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에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인 Currency Cloud는

Google Venture로 부터 2.5천만 달러를 유치하는 등 영국은

벤처캐피탈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 아시아 :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핀테크 투자는 33건의 거래와

4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메가 딜의 부재로

인해 투자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니콘 기업인 SoFi사는 호주 및

아시아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다소 지체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후기
단계(Later Stage) 거래가
2016년이후 최고 수준 기록

유럽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67건, 6.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

과거와 같은 메가딜의 부재로
아시아지역 핀테크 투자가
다소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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