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MG International

kpmg.com/fintechreport

Forging 
the future
How financial institutions 
are embracing fintech to 
evolve and grow

Extended Summary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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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0/
forging-the-future-global-fintech-study.pdf

피할 수 없는 핀테크 혁신

핀테크(Fintech)는 오늘날 금융기관에게 가장 큰 혼란을 초래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무수한 솔루션들은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감소

시키고, 내부 업무(Back-office)처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가치사슬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금융기관이 직면한 과제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핀테크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KPMG는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36개국, 16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원 및 금융서비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

하는 핀테크를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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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반 구축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기업의 핀테크 도입에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도적인 금융기관 역시 파트너

십 구축에서부터 직접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성공적인 핀테크 도입 전략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확실한 지식

• 변화의 조짐에 대한 선제적 인식

• 문화적 장벽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위한 준비

•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핀테크 접근 방식 간의 연계

• 점진적인 개선과 급진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혁신 활동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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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모든

범위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 중 실행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기회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 본부‘ 혹은 ‘디지털 TFT’

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조직은 혁신, 디지털, 전략, IT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이 핀테크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서 기업의 핀테크 혁신 활동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측정

및 보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부재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핀테크 혁신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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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통합

명확한 전략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핀테크를 통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은

기존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접근 방식으로 핀테크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금융기관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동시에 아주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조직의

핀테크 도입을 고려하고, 향후 도래할 디지털 미래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할 때 다음 4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및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핀테크 채택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기업은 무엇으로 유명해질 것인가?

2. 기업은 고객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3. 기업은 어느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는가?

4. 기업은 어떻게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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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5년 동안 금융산업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진화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첨단 기술기반 기업

등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혁신적인

솔루션의 개발은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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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이제 보다 더 고객에 맞춤화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솔루션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API(Appication Programming Inter

face), 로보틱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에

이르기까지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현 상태를 급격하게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한 핀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핀테크 통합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향후 금융서비스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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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PMG CAN HELP

《 금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방안 》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확보할 것인가?Digital

Strategy

Digitalized
Value Chain

Digitalization
Implementation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경험을 강화하려면?

디지털화를 통해
프로세싱을 고도화하려면?

디지털화를 통해
경영관리를 효율화하려면?

디지털 Transformation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려면?

Organic Growth  자체역량 강화 전략

In-Organic Growth  M&A 및 제휴 전략

Key Services

 디지털 채널 전략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타겟 마케팅
 영업점 고객 대응 및 수기 업무 자동화 등

 RPA를 활용한 후선업무 고도화
 고객맞춤형 상품개발
 블록체인 기반 인증/송금/계약관리

 경영관리데이터정교화를통한가격체계재구성
 통합 리스크관리 고도화
 Data Hub 기반 리포팅 자동화

 디지털 Transformation 프로그램 관리
 Cloud 도입 방안 정의 및 이행 관리
 디지털 거버넌스 설계 및 변화관리

Ke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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