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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ology Trends
FinTech = Finance + Technology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 산업은 기술과 융합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총칭한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보다 새로운 기술이 금융과 융합되면서 핀테크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핀테크 시장은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 및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 8가
지 분야로 분류된다. 향후에는 대출, 자산관리, 보험, 주식시장 등 아직 핀테크 기술이 자리잡지 못한 금융 산업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핀테크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B Insights

Sources: CB Insights “The State Of Fintech Q2’20 Report” (2020)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로는 기술기업과 금융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대 IT 기업의 등장이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의 공룡 IT 기업이 이미 자체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개설했거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기존 금융업계 강자와 손을 잡고 온라인 뱅
킹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핀테크 공룡으로 성장해가는 기업들이 있다. 상장을 앞둔 모바일 뱅킹 앱 스트라이프(Stripe)의 시장 가치는
올 4월 기준 약 4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모바일 뱅킹의 원조격인 페이팔(Paypal)을 바짝 뒤쫓고 있다(Cnbc, 2020).
금융의 성장과 함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로빈
후드(Robinhood)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올 5월 기준 시장 가치는 약 9.9조 원에 육박하며 빠르면 올해 안 상장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TechCrunch, 2020).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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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rtup Trends
Marqeta

실리콘밸리 오클랜드에 위치한 핀테크 스타트업 마케타(Marqeta)는 많은 기업들에게 Modern Card Issuing Platform 이라는 오픈 API 기술 스택
솔루션을 제공한다. B2B와 B2B2C(B2B와 B2C를 결합 한 형식) 형태로 운영 되는 마케타는 신용카드 제품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물리적, 디
지털 및 토큰화 지불 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은행을 통해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수반되
는 추가비용을 없애준다. 기업들은 마케타의 솔루션을 통해 원하는 카드의 폼 팩터를 선택하고 회사 또는 사용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출 제어 기능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Sources: Marqeta, Point of Sale

마케타는 우버, 스퀘어, 도어대시 등의 글로벌 대기업을 이미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JP모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향후 더욱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 세계 최대의 핀테크 스타트업 대회 중 하나인 2019 FinTech Breakthrough에서 Best Fintech Startup Award
를 수상하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2010

년에 설립된 마케타는 5억만 달러의 펀딩을 지원 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2019년 Coatue Management와 11개의 투자기업들이 참여한
2,60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펀딩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2020년에는 사모 펀드를 통해 1,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3. Investment Trends
Fintech Industry

2020

년 2분기 미국 내 핀테크 펀딩은 전 분기 대비 17% 상승하며 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팬더믹으로 인해 4월 월간 거래 활동 수는 바닥을 쳤으나 6
월에는 141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Source: CB Insights,

Source: CB Insights,

미국 핀테크 펀딩 동향

미국 벤처캐피탈 핀테크 펀딩 거래량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미래 안정성과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해 상장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분기 전 세계 핀테크 메가 라운드에
서는 1분기 14회에 비해 28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종합 가치 2,480억 달러에 달하는 66개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있고
업그레이드(Upgrade)라는 스타트업이 2분기 유일한 새로운 핀테크 유니콘으로 탄생했다.

Source: CB Insights,

글로벌 메가 라운드 수

하지만, 모든 대륙의 거래 활동을 통틀어 북미 16%, 아시아 6% 및 유럽 13% 수준의 하락세를 보여 이는 팬더믹으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Source: CB Insights,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의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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