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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Big changes; big opportunities

전 세계적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전략, 규제 환경, 고객 기대,
테크놀로지와 경쟁 우위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역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모색하고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산업의 임원들이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즉, 조직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을 재평가∙재정립할 때 지속 가능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KPMG Global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Frontiers in Finance의
제61호에서는 (1) 효율성 추구,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3) 규제 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변화 동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페이티엠 랩스(Paytm Labs) CEO와의 인터뷰, M&A
시장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등은 현재 금융업계 전반의 변화
속도와 범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은행 , 자산운용 , 보험뿐만 아니라 ,
금융산업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 경영진들은 미래의 변화 모습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사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 업 의 내 외 부 적
환 경 이 변 화 하 는
가 운 데 은 행 ,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 융 회 사 들 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6/no-normal-is-the-new-normal.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10/frontiers-in-finance-issue-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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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ng transformation: Beyond signing the deal

오늘날 금융산업의 임원들은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빠르게

변 화 하 고 있 는 금 융 산 업 에 서 경 쟁 하 기 위 해 서 는

변혁적(transformative)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내적 성장(organic

growth) 전략만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KPMG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Global CEO Outlook 2019’에서 46%의

금융산업 CEO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자사

비즈니스와 운영 모델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전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 보험사 등의 임원들이 M&A와 파트너십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너지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전략적 변혁을 목적으로 M&A를 진행하는 경우 , 최고

경영자들과 M&A 담당 팀은 기존 시장점유율 상승과 같은 단기적

관점을 벗어나 명확한 미래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M&A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리더들은 단순히 미래

목표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의 시작에서부터

구조화 및 조직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혁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한 이후 관료주의적 통제 등으로 핀테크 기업이 지닌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인수를 통한 혁신의 기회를 기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M&A 거래 후 성공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끊임없는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의 조직 내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향후 M&A 거래와 파트너십의 기회가 도래할 때, 개별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즉 , 단순한 인수나 제휴만으로 조직의 ‘변혁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M&A 기회

발굴에서 사후 조직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조정∙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시너지와
가 치 창 출 을 위 해
장기적 관점에서 M&A
및 파트너십 전략을
고려할 시점

변혁을 위해서 CEO등은
거 래 전 과 정 의
조정∙융합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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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generation banking technology and tax implications

최근 자본시장의 IT 환경은 차세대 기술과 IT 운영 모델의 변화로

인해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운영되던 IT 부문이

데이터센터 및 소프트웨어 벤더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은행들은 중소형 은행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영 환경과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세 당국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은행의

세무 부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A. 법인세(Corporate Tax): 운영 모델이 바뀌면서 은행의 세무 부서는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디지털뱅킹 플랫폼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의 통합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방식은 국경을 초월하여 운영되므로 세무 측면에서는 매우 복잡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소재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 당국은 조세 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B.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운영 모델의 변화는 이전 가격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모델을 구축

시, 새로운 모델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기존 비즈니스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모델 상 금융회사의 가치 창출, 밸류체인 및 관련 이전 가격 이슈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 간접세 (Indirect Tax): 이전 가격과 마찬가지로 , 운영 모델이

변화함에 따라 간접세 역시 현금 흐름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문제, 기 체결된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계약, 과세 당국과의 이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 또한 세무 부서가 직면해야 할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IT 환경 변화로 인한
운영 환경과 비즈니스
모 델 변 화 에 따 라
은행의 세무 부서도
법인세 , 이전 가격 ,
간 접 세 등 다 양 한
이슈에 대응 필요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5

Tax, transfer pricing and transformation: What Asset Managers 
may be forgetting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조직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의 개선이 세금과 이전 가격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OECD에서 2015년부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어 미국의 세제 개혁

법안 통과 등 전세계적으로 조세 및 이전 가격 관련 조치가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도적인 자산운용사들은 조세와 이전가격 정책 변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선도적인 자산운용사들은 세무 및 이전 가격 부문을 자사 사업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리더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조세와 이전 가격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자산운용사들은 자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운영 모델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핵심 가치가 새로운 사업

모델과 일치하는지 조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규제 변화와 세법 개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산업 리더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사의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 산업 리더들은 이전 가격과 관련된 의사 결정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및 거래량 증가

등으로 회사 간 세금 지급이 수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리더들은 이전 가격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관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국제적
세금 및 이전 가격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자사 비즈니스와 핵심
가 치 조 정 , 규 제
모니터링, 신기술 도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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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tm: Solving problems to create opportunity

오늘날 인도 전역의 7백만 명 이상의 상인들이 페이티엠(Paytm)의

QR 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티엠의

애플리케이션은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는데, 등록된 사용자 수는

2014년 1,100만 명에서 현재 4억 2천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페이티엠 수익이 4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페이티엠의 핵심 사업은 결제 관련 비즈니스지만 , 페이티엠은

소비자들의 문제해결을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문제점(pain points)을 파악한 다음, 다른 누구보다

이를 더 잘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인도 페이티엠의 전 CEO이자

현재 캐나다 페이티엠 랩스 (Paytm Labs)의 CEO인 하린더

타크하르(Harinder Takhar)는 설명합니다.

페이티엠은 사업 초반 인도 소비자들을 위해 모바일 선불 서비스에

주목하였습니다. 페이티엠이 설립되었을 때, 대다수의 인도 인구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또한 신용계좌 (credit

account)를 보유한 인구는 2% 미만이었으며, 현금과 수표 사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페이티엠 설립자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Vijay

Shekhar Sharma)와 하린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페이티엠

지갑(Paytm Wallet)을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나갔습니다. 하린더는 “동 서비스는 인도 고객들이 가상

지갑에 현금을 충전하고 상거래 상 디지털 머니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 핀테크 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등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페이티엠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과 제휴하여 슈퍼 앱(super-app)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현재

페이티엠 애플리케이션에는 200개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1,500만 명 이상의 상공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2018년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야후와 제휴하고 일본에서 새로운

디지털 결제시스템 페이페이 (PayPay)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린더는 “소비자들은 금융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고객 인터페이스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기업
페 이 티 엠 (Paytm) 은
소비자의 문제해결을
비즈니스 핵심가치로
인식 , 서비스 영역과
지 역 을 확 장 하 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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