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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n key credit risk and lending challenges 
facing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2017

2017년에 금융 산업은 규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및 신용평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규제 변화와 새로운 회계 기준인 CECL(Current

Expected Credit Loss)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출 및 신용평가 산업의 경영진들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핵심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1. CECL 시행에 대한 대비

2. 대출 시장 변화에 따른 운영 방식의 변화

3. 신용 정보 분석 방식의 진화

4. 리스크 관리 모델의 강화

5. 인공지능을 통한 신용평가의 간소화

6.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타깃 마케팅 강화

7.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의 자동화

8. 리스크 데이터 수집 및 리포팅 기술을 활용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투명성 향상

9. 핀테크와 같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정책의 변화

10. 소비자 보호 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의 강화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17/02/Ten-
key-regulatory-challenges-facing-the-financial-services-
indust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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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etting course in a disrupted marketplace : 
The digitally-enabled bank of the future 

오늘날 선도적인 금융기관들은 새로워지고 더 복잡해진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서비스를

경험하고 은행과 교감(interact)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재정립되고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기업들이 핀테크

금융시장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 은행들은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가용자본 비중의 축소, 숙련된
인적자원에대한수요급증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현재 은행은 ‘사방이
포위된 시장(Marketplace under Siege)’에서 여러 경쟁자들의

공격을받으며비즈니스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은행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점유율과
수익마진을 높여,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적

해체(Disruption)’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부문의 사업 영역과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성공하는 은행은 주주의

가치를높이고장기적경쟁우위를얻게될것입니다.

본보고서는 은행이 디지털금융 영역별로 가치를창출하기

위해갖춰야할전략이무엇인지제시하고, 성공적인디지털

전략에대한통찰력을제공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portal.ema.kworld.kpmg.com/Adv/GS/GCST/go_tl_lib/04/setti
ng-course-in-a-disrupted-marketplace%201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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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ength in the Storm : Banking M&A Trends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은행산업

M&A 거래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7년은행산업M&A시장을견인할트렌드 10가지입니다.

1. 거래소, 데이터 서비스 업체, 매매 플랫폼 등의 마켓

인프라 업계에서의 M&A 물결

2. 미국 로컬은행의 합병(Consolidation)을 통한

‘몸집불리기’가 2017년에도 계속될 전망

3. 유럽 은행산업의 ‘과잉공급(Overcapacity)’현상에 따른

추가적인 합병은 불가피할 전망

4. 중국 은행은 국내 M&A에 더 집중하되, 급성장하는

IT기업들을 주시할 전망

5. 일본 대형은행은 해외 인수 건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인근 아시아권 내의 합병도 활발히 진행할 전망

6. 유럽(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 아시아(중국〮인도), 

남미(브라질)의 NPL시장을 주목할 필요

7.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민간자본기업(Private Capital 

Firm)의 핀테크 및 자산관리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8. 핀테크는 2017년에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

9. 은행의 수익마진폭이 축소되면서 자산관리사업 부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전망

10. 미국 M&A 투자자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시장에

대한 거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될 전망

URL of a PDF file ▶
http://portal.ema.kworld.kpmg.com/Adv/GS/GCST/go_tl_lib/04/stre
ngthinthest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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