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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The new bridge-builders: CFOs and finance reshaping the 

digital business) 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오라클의 의뢰를 받아 펴낸 

보고서이다. 저자는 데니스 맥커리(Denis McCauley)이며 편집자는 마이클 골드(Michael Gold)이다. 

본 보고서는 재무 및 기타 부서를 담당하는 기업 임원 19명과의 심층 인터뷰와 방대한 자료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시간과 혜안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아래 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한다.

• John Beaumont, chief digital officer (CDO), Thames Water

• Edward Brooks, founder, The RPA Academy

• Sok Hui Chng, chief financial officer (CFO), DBS

• Rachel Grimes, CFO, technology, transformation and operations, Westpac

• Umair Junaid, CFO, Access Power

• Jamie Lyon, portfolio analyst,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Connie Kang, global supply-chain controller, Philips International

• Jens Madrian, chief financial and commercial officer, Reactive Technologies

• James Orpen, finance director, consumer products division, UK and Ireland, L’Oréal
• V Ravi, executive director and CFO, Mahindra Finance

• Mark van Rijmenam, founder, Datafloq

• Jaime Saenz de Tejada, CFO, BBVA

• Srikant Sastry, national managing principal, advisory services, Grant Thornton

• Bhavesh Shah, senior vice-president, finance, Johnson & Johnson

• Tina Singh, CDO, Mahindra Finance

• Ruben Stappers, CFO, Zalora Group

• Surya Subramanian, CFO, Emirates NBD

• Clive Webb, head of business management,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Martyn van Wensveen, principal, EY Malaysia and A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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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한 비즈니스 

혁신으로 금융업의 지형도가 크게 

변하였다. 투자의 분류 방식이 바뀌어 

과거에는 상품으로 팔리던 것이 지금은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이전의 가정,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시간에 관한 가정도 바꿔 놓았다. 

몇 주, 몇 개월이 걸리던 결정이 이제는 

며칠, 심지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 개발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크게 단축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화는 재무부서에

게 큰 압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다른 한편으로 재무

부서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기업의 중심임을 다시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재무부서는 회사에서 발생

하는 일을 가장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며, 각종 사업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부서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 결과 많은 기업에서 CFO와 

재무부서가 여러 가지 경로로 디지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CFO와 그 외 고위 

임원 대부분은  이것이 재무, 기술, 

마케팅, 리스크 등 고위 경영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조직의 디지털화

에서 CF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관건은 CFO와 재무부서가 

데이터와 애널리틱스(analytics)를 

활용하여 사업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CFO는 사업부서별로 디지털 목표

달성을 독려해야 한다.

CFO 중에는 디지털 기술과

혁신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

으로 조직 내에서 디지털 모범

사례(digital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사업부서에게 전파할 줄

아는 이도 많다. 이들은 변화의

주도 여부를 떠나 본인의 전문성

을 활용하여 각 사업부서에게

디지털화를 강화하거나 변경할 것

을 끊임없이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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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서는 데이터 소유라는

개념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중앙 집중식 데이터

소유 모델, 즉 사업부서가 각자

수집한 운영 관련 데이터를 관리

하는 구조를 버리고 있다. 재무는

보고 및 준법 때문에라도검증

가능한 데이터 저장소로남아야

하겠지만 사업 전체를 남다른

시각에서 파악하려면 사업부서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재무 데이터를

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 지표의 개발은 여전히 미흡

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CFO 중에서

탄탄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지표

(metrics)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고 답한 이는 없었다. 다만 진행 중

이라고 답한이는 많았다. 특히

보유 중인 데이터, 또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반영

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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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부서는 대개 데이터와

KPI가 넘쳐난다. 재무부서 혼자서

디지털 운영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

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재무 담당임원 중에는 각

사업부서에게 맡기고 교육을 통해

자체 실적과 영업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도 있다. 새 KPI를 추가하기

전에 기존 KPI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 자동화로 인해 재무부서가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다.

미수금, 미지급금, 문의 처리 등

자주 반복되는 재무 업무를 자동화

하는 작업이 많은 조직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재무부서는 이를

통해 속도 향상, 오류 예방,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더

높은가치를 지닌 자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화는 첨단 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이다.

CFOs CFO들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등으로 대표되는

신진기술이 언제 도입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업부서를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기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무부서가

나머지 사업부서에게 이 기능의 활

용법을 가르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CFO가 재무 자동화와 

애자일 프랙티스(agile practice)를 

통해 재무부서의 역량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재무부서가 

디지털화의 다른 측면, 특히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 창조 부문에서 다른 사업

부서를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재무부서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CFO 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디지털사업에 적합하도록 회사의 KPI

업데이트 주도, 데이터 민주화

과정에서 각 사업부 데이터의 가시성

확보,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진기술

파악, 재무부서의 디지털화 성공 사례

를 전파를 통한 디지털 신뢰도 확산

등이 있다. 이들 조치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결론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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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변화의 전령

디지털 기술이 사실상 조직 활동 전면에 스며들면서 폭이 

좁은 디지털화 사업조차도 개별 직군이나 부서를 넘어서는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 변화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기술과 조직의 벽(silo)을 허물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연동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의 목적이 고객을 

위한 가치 증대라면 사업의 여러 파트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변화는 이렇듯 어느 정도 중앙의 조율과 인도가 필요하다.

조직의 디지털 운동에서 CFO와 재무부서의 역할이 조명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 다 어떤 임원이나 부서보다도 

조직 전반에 대한 가시성과 개입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FO는 CEO의 오른팔이면서 지속적인 실적의 

향상이라는 궁극의 임무를 띠고 있기에 디지털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재무부서도 마찬가지다. 재무부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 사업단과 부서의 실적 관련 데이터가 모이는 곳으로, KPI

의 “보관소”라 할 수 있다. 과연 재무부서가 기록원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실적 개선, 나아가 운영 

방식의 변화에 관해 사업부서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부서는 운영 방식의 변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CFO와 

재무부서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 참여한 임원들도 다음 세 가지 

측면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  디지털화의 중요도로 CFO와 재무부서가 사업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생겼다.

2.  속도가 생명이다. 디지털화는 출시 기간, ROI 실현

기간, 재무 주기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것을 단축하고

있다. 재무부서가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애질리티(agility)를 확보해야 한다.

3. 역할 제고의 관건은 재무부서가 데이터 활용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술 주도의 변화는 물론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적 변화까지 요구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CFO와 재무부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사업부서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달성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많은 기업

(본 연구에 참여한 기업 일부 포함)에서 재무부서가 

디지털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다. 자동화가 점차 더 많은 

업무 영역으로 확산되고 새 플랫폼이 도입돼 그 과정을 

뒷받침하면, 재무부서의 디지털화 진전이 디지털의 

전도사로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관건은 물론 디테일에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CFO와 

재무부서 앞에 놓인 디지털 기회와 과제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창의적 

해결책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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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조직의 디지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만난 임원들 중에서 디지털화가 고위 경영진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의문을 표한 이는 

없었다. 또한 CFO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일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미국의 전문 서비스 기업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에

서 국내 자문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스리칸트 새스트리

(Srikant Sastry)는 “CFO는 디지털화가 조직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면서도 

“CFO, 디지털/정보 최고 책임자 외에 다른 고위 경영진도 

모두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여러 가지 디지털화 전략에 있어 

모든 부서의 지향점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디지털화의 지향점이 비용 절감에만 있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새 채널을 열고, 새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며 더 많은 고객, 더 다양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혁신 프로그램에서 CFO의 영향력을 가르는 요소 가운데 

으뜸은 영업 활동과 CFO의 긴밀성이다. 영국 테임즈 워터

(Thames Water)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 존 보몬트(John 

Beaumont)에 따르면 긴밀성이 큰 기업에서는 “CFO가 

진취적이고 디지털을 잘 이해하면서”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긴밀성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미용제품 기업 로레알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영국/아일랜드 소비재 사업부에서 재무를 

총괄하는 제임스 오펜(James Orpen)에 따르면 로레알에서 

재무부서는 영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때로는 영업부서에게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회사 전체의 디지털 사업은 고위 경영진에서 함께 

추진하지만 CFO가 전체 부서의 방향 설정을 주도한다

예를 들면 인사부서는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CIO는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디지털에 관한 한 CFO가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는 곳은 없다.

제임스 오펜(James Orpen),

로레알 영국 및 아일랜드   소비재 사업부 재무 총괄

모범사례의 전달자… 

CFO는 운전자 역할을 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히 과거보다 

사업의 기술적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AI, 

머신 러닝, 로봇 공학, 가상 네트워크,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CFO는 또 여러 분야의 조직이 어떻게 

이 같은 역량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지, 또 어떤

요소가 프로젝트의 수익률(ROI)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한다.

1장.  
리더십, 조화, 우선순위 결정

CFO는 디지털화의 
복잡성을 마스터해야 한다. 

이전의 지표가 
모델 T 포드의 다이얼처럼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속도는 얼마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의 지표는 

A380 여객기의 
대시보드라 할 수 있다.

레이첼 그라임스
(Rachel Grimes), 

웨스트팩 기술 혁신 및 
운영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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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책임자라면 누구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스페인의 글로벌 

은행 BBVA에서 CFO를 맡고 있는 

하이메 사엔스 데 테하다(Jaime 

Saenz de Tejada)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식을 얻으면 CFO에게도 

좋다. 즉 조직 안팎에서 디지털 모범

사례를 발굴해 타 사업부서로 전파할 

수 있게 된다.테하다는 “재무부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좋은 곳이다. 우리는 또 

타업종의 경쟁업체와기업도 분석한

다.”면서 “이를 통해 각부서와 함께 

각자 변화의 동력을 파악한 후 부서

마다 적정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챌린저

두 번째 역할은 챌린저로서, CFO의 

업무에서 빠지지 않는 덕목이지만 

디지털 지식이 가미되면 그 차원이 

달라진다. EY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 

마틴 반 벤스빈(Martyn van 

Wensveen)에 따르면 사업의 

디지털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CFO의 업무가 되서는 안 된다.

대신 사업부서가 제안된 사업에서

더 효과를 높이도록 독려

(challenge)해야 한다. CFO는 새로

개발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술진보의

옥석을 가리고 각 부서가 핵심 

목표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박스 I. 펀딩의 디지털화: 균형점 찾기

클라우드 컴퓨팅의 빠른 확산으로 

기술 프로젝트 금융의 오랜 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한 가지는 

사실상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즉 서버와

기타 대규모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자본지출(capex)로 

여겨지던 것이 경상지출(opex)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구독과 주문형 가격책정의 등장에 

힘 입은바 크다. 이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몇가지 유형의 기술 지출에 

대해 탈중앙화가 현상도 나타났다. 

재무를 포함해 영업, 마케팅, 조달부서 

등이 자체 예산으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구독하며 IT부서의 역할을 

자문과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테임즈 워터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 존 

보몬트는 “과거에 새 고객 시스템이나 

인력 관리 시스템을 들이고 싶으면 

정해진 결재 라인을 거쳐 대규모 신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야 했다. 그러면 필히 재무부서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보몬트에 

따르면, 지금은 개발자를 고용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이용,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는 회사와 

부서가 많다. “투자와 자본지출이 경상

비가 돼 재무부서가 반드시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파편화는 금물

그러나 위와 같은 탈중앙화가 유발할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몇 가지 있다. 예컨대 2018년 초 호주 

기업이 발표한 조사 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약 절반이 비IT 부서에서 

자체 비용으로 기술을 구입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것은 비용 상승과 보안 문제, 기술 

선택의 일관성 결여였다. 저자 등은 

탈중앙화 지출로 가치가 더 빨리 실현

될 수도 있지만 조직 차원의 전략에 

통일성이 결여될 위험도 있다고 결론

지었다.

CFO는 상식을 
발휘하여 

사업적 정당성
(business case)과 
투자 수익 확보 방안
을 판단해야 한다.

마틴 반 벤스빈, 

EY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

1 파괴를 넘어: 호주 기업의 디지털 시대 생존 전

략, Telsyte and DXC Technology, 2018, 

https://assets1.dxc.technology/au/

downloads/DXC_Beyond_Disruption.pdf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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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행 웨스트팩(Westpac)에서 

기술 혁신 및 운영을 담당하는 CFO 

레이첼 그라임스(Rachel Grimes)에 

따르면, 재무부서는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략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의 지출을 정확하게 감독해야 

한다. “마케팅과 영업 등 부서마다 

제각각 디지털 전략을 펼치면 혁신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라임스의 지론

이다.

기술의 파편화를 줄이는 역량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각 부서의 

디지털 사업을 원하는 수준으로 감독

할 수 있다. 가령 일부 기업에서는 각 

부서가 각자 이용하던 기술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통합으로 

지출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재무 포함)가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고 애질리티를 높이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통제와 디지털 권한

위임 간에 올바른 균형점을 찾기 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보몬트에 따르면 

기술 지출에 대한 재무팀의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 “사업적 정당성

(business case)이 축적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디지털 투자에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접근하면 재무부서가 사업에 

대해 인지하는 가치에 따라 프로젝트

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아젠다 간소화

BBVA는 여기에 근접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 회사 CFO 하이메 사엔스 

데 테하다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은 각 

사업부서에게 정기적으로 디지털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제안 

중에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것도 많지만, 급변하는 시장 여건과 

그 외 요인 속에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도 종종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단일 개발 아젠다

(SDA)이다. 사엔스 데 테하다는 이것을 

“은행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모두 

들어 있는 단일 포트폴리오”라고 설명

하였다. 본인을 비롯한 최고위 경영진

이 분기별로 이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앞당겨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속도 향상을 위해 어떤 투자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SDA가 2년 전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디지털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엔스 데 테하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디지털인 것과 디지털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디지털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프로젝트 관리 전체를 SDA

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결정에는 모두가 참여

하지만, BBVA의 CFO는 SDA를 통해 

은행의 디지털화의 과정을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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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에서든 재무 기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부문에 대해 남다른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서의 KPI를 모니터링하고 

관리자에게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과 새 고객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신기술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등, 각 부서의 실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재무부서는 오래 전부터 가공되지 않은 

자료(회사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와 같은 자문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제는 머신 러닝 기반

의 예측 애널리틱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애널리틱스 

도구를 적용하여 타 부서와 함께 변화가 가능한 곳을 발굴

하고 경우에 따라 타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의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림 I. 고급 애널리틱스의 재무 기능 도입

물론 그것은 가능성이다.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CFO와 

재무부서 모두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부서별로 자체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달라진 원칙에 적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재무 관리자가 

새 애널리틱스 역량을 마스터하고 자문 기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재무부서가 데이터의 

“민주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의 보급원 다양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고위 재무담당 임원은 빅 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회사의 재무 데이터가 모두 재무부서의 

소유였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개 운영 관련 데이터도 

포함되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 고객 만족도 같은 운영 

데이터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 이제는 부서마다 

데이터가 워낙 많아 재무부서가 모니터링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2장.  
애널리틱스

2
4

%

Today 
(currently 

implemented)

출처: 2018 CFO Insights on New Technologies, CFO Insights 
and Grant Thornton, 2018. 이 연구에서는 CFO와 기타 고위 재무 
담당 임원 304을 대상으로 재무 기능의 디지털화 기간을 얼마로 추정

하는지 조사하였다.

Within 
12 months

Within 
2 years

Within 
5 years

2
4

%

2
5

%

11
%

머신 러닝 덕분에 
신용 애널리틱스를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고객 확보 비용, 
고객 행동과 이동성 패턴에 관한 

데이터를 새 신용 모델과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고객 타겟팅을 

할 수 있다.

티나 싱(Tina Singh), 
마힌드라 파이낸스 최고 디지털 책임자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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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과 재무부서가 중앙에서 명령-

통제하는 데이터 소유 모델을 버리고 

있다. 보몬트는 “전통 방식은 디지털화

된 현대 기업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각 사업 부서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 보유(소유)를 강화하고 

있다. 보몬트에 따르면, “가령 마케팅 

부서는 고객 데이터를 보유해야 하고 

운영 부서는 운영 데이터를 보유해야 

하며 HR 부서는 직원 데이터를 보유

해야 한다”. 재무부서는 재무부서대로 

데이터가 재무 지표와 P/L, 대차대조표

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

재무부서가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치 

있는 인사이트의 제공자가 되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과제는 회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운영 데이터에 대해 충분한 가시성

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데이터의 분산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좋은 

예이다. 호주 웨스트팩 은행의 레이첼 

그라임스 기술 혁신 및 운영 CFO는 

은행업에서 만큼은 재무부서가 “유일한 

진실의 창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재무부서가 

기준이 되는 명세서나 보고 시스템을 

참조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지점마다 

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험 

관리팀과 재무팀이 서로 다른 소스에서 

데이터를 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두 부서 모두 같은 규제당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속도

재무팀은 데이터를 토대로 남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소매업체 잘로라

(Zalora)의 CFO 루벤 스태퍼스(Ruben 

Stappers)에 따르면, 과거의 월 단위 

검토를 버리고 일 단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서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콘텐츠 플랫폼 데이터플로크(Datafloq)

의 설립자 마크 반 리즈메넘(Mark van 

Rijmenam)은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재무부서가 

월 1회, 잘해야 주 1회 사업 정보 보고서

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디지털화가 진전된 후에는 애널리틱스

가 매순간 인사이트를 생성하므로

재무팀도 거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

부서에 문화의 변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박스 II. 유니콘과 매머드: 

디지털 변화의 경과 비교

스타트업의 재무부서와 대기업의 재무

부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까? 

CFO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일 

수도 있고, 업무의 복잡함의 정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대기업의 CFO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와 제품을 상대해야 

하는 반면 스타트업의 CFO는 대개 

간소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젠스 마드리안(Jens Madrian)은 두 

조직의 차이로 마음가짐을 꼽았다. 현재 

영국계 에너지 데이터 분석 기업 

리액티브 테크놀러지(Reactive 

Technologies)에서 금융/영업담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마드리안은 한때 

영국에 진출한 대형 유럽계 발전소에서 

CFO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높은 노출도

마드리안의 회사처럼 디지털에 능숙한 

기업은 대기업만큼 큰 변화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업 부서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독려하여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향상, 새로운 수익원 

창출, 현상태 파괴 등에도 디지털 자산과 

지식을 이용하게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CFO와 재무팀은 대기업 종사자보다 타 

팀의 가치 극대화에 대해 더 직관적인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다. 마드리안은 

“물론 예외는 있지만 성숙한 조직의 

재무 담당자들이 디지털화를 효율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좋은 

CFO와 재무팀은 조직의 규모가 어떻든 

이 같은 한계를 넘어 디지털화에서 더

큰 가치를 본다.”고 말했다.

두바이 소재 에너지 스타트업 액세스

파워(Access Power)에서 CFO를 맡고 

있는 우마이르 주나이드(Umair Junaid)

는 “CFO의 노출 정도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며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사실상 부서 간 경계가 

없다.”고 말했다. 우마이르 주나이드는 

걸프지역 최대 에너지 기업인 마스다르

(Masdar)에서 “Clean Air” 사업단을 

이끌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다른 

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프로젝트,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CFO가 사업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루벤 스태퍼스, 잘로라 CFO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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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에게 디지털화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지표(metrics)의 개발”이라고 답할 것이다.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온갖 방식으로 활용하는 만큼, 재무

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사업에 활용할 적절한 지표 

체계를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CFO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펜은 이 문제를 소비재 기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광고가] 기존의 TV에서 소셜 미디어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에게도 큰 도전이다. 기존의 마케팅 

투자에 대해서는 ROI 분석을 하기가 대단히 쉽다. 그러나 

소비자 여정이 완전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시작하기도 매우 어렵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재무부서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디지털 투자에 

대한 원금회수 기간의 처리이다. 두바이 소재 은행 에미리트 

NBD (Emirates NBD)의 CFO 수르야 수브라마니안(Surya 

Subramanian)에 따르면 ROI 산정에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상당수는 디지털과 전통 산업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은 기술의 노후화 (obsolescence)가 빠르다는 점이 

다르다. 수브라마니안은 “종래의 투자라면 5년 회수 기간이 

보통이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5년이면 기술이 노후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투자의 경우 회수 기간은 대부분 

1년이나 2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는 

최대한 빨리 투자에서 가치 창출을 시작해야 한다. 

데이터의 가치

재무부서는 또한 보유 중인 데이터의 대차대조표 가치를 산정

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그라임스는 “일부 은행은 

신용카드 고객의 거래 데이터에서 일년에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대차대조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아직 자본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아직 자본에 편입되지 않았다.

레이첼  그라임스, 웨스트팩  기술 혁신 및 운영 CFO

애널리틱스, API, 머신 러닝의 활용 확대는 특히 그것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이용될 경우 재무부서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 
회사 알고리즘의 가치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 리즈메넘은 이것이 대차대조표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검토를 받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 정보를 규제 당국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반 리즈메넘은 
이 모두가 데이터 중심 조직의 재무부서에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다.

많은 재무부서가 직면한 또 한 가지 과제는 레거시 

시스템에서 현대식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새스트리의 말에 따르면 많은 

회사가 레거시 시스템의 매몰비용 때문에 첨단 
애널리틱스와 같은 기술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회사의 CFO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기술과 플랫폼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수익과 마진을 어떻게 

높일지 보여주는 측정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CFO에게 정치적 전략이 필요해진다. 

IT 부서 내에는 기존 인프라를 고수하려는 분위기가 

수년에 걸쳐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3장.  
디지털의 평가

데이터 호출 기술과 관련된 재무 KPI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밝힌 CFO는 12%에 불과하다. 
(출처: 2018 CFO Insights on New Technologies, CFO 

Insights and Grant Thornton, 2018)

소셜 미디어로 인해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는 세상에서 고객의 호감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수르야 수브라마니안,
CFO, Emirates 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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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III. DBS의 이색 실험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애널리스트 커뮤니티에게 자사의 

디지털 추진 정도를 평가해 달라고 

하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하였다. 손익과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은행 CFO 속 

후이 증(Sok Hui Chng)은 

“애널리스트 커뮤니티에서는 운영 

지 표에 관한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흥미롭기는 했으나 디지털화와 

연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무팀은 은행의 고위 경영진

에게 은행의 디지털화 진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애널리스트들

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가치 

포착 모델”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3년여의 개발을 거쳐 2017년 11월 

DBS 투자자의 날에 모델이 선을 

보였다. 이 모델은 은행의 P&L을 

디지털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디지털 

및 일반(비디지털) 고객과 관련이 있는 

P&L이 대상이다. 증에 따르면 이 모델

은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 은행의 

소비자 금융과 중소기업 부문에 적용된

다. 이 두 시장은 2017년 전체 수익의

44%를 차지하였으며 디지털화도

가장 빠르다.

재무팀은 세 가지 행동 기준을 

적용하여 디지털 고객을 가려냈다. 

연속 12개월 기간에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통해 

금융 거래(자금이체 등)의 50% 이상을 

처리하거나 비금융 거래(새 수취인 

설정)를 한다면 디지털 고객으로 간주

하였다. 증은 “고객이 다음 12개월 

기간에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디지털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증에 따르면 자사 고객 중 상당수가 

여전히 ATM을 이용하고 지점을 방문

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이든 아니든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관련된 소득과 경비, 

관련 고정비 모두가 디지털 부문의 

P&L 생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고객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도 

그렇지 않다.

교훈의 공유

증도 디지털 사업의 가치평가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은행권에서는 통한다고 

믿고 있었다. 증에 따르면 투자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은행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디지털 사업에 가치를 

할당할 것을 요청하였다. 증은 또 다른 

회사, 특히 소매부문과 소비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해당 모델의 방법론

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증은 “단순히 소득의 일부를 추정하고 

그것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 디지털 P&L에 담긴 수치는 장부 

및 기록과 100% 대사된다.”고 했다.

동시에 디지털 가치 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사용자는 결국 은행의 고위 임원

과 사업부서의 장이라며, “운영과 재무 

데이터를 연계하고 디지털화의 수익률

을 추적할 수 있게 되니 디지털화라는 

아젠다를 끌고 나가기도 훨씬 수월해

졌다. 목표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부터 

일선 영업인력, 상품, 지점까지 우리 

은행의 디지털 아젠다를 완벽하게 조율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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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의 도움은 필수

디지털화에 발맞춰 재무 및 기타 지표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으로 어떤 재무부서든 자원이 부족해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부서의 지원이 필연적이다. 

오펜은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마케팅팀이나 

영업(commercial)팀이 ROI를 잘 몰라도 상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트랜잭션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펜은 이제 재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도하는 조직이 많고, 재무부서는 타 부서가 평가를 더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재무부서는 

사업부서에게 필요한 도구도 제공해야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표를 새로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지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에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담당하는 제이미 라이언(Jamie Lyon)은 재무부서

가 이전부터 지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조직에서는 KPI가 관행적으로 남발되는데

디지털화로 더 새롭고 더 연관성이 큰 KPI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도 하였다. 오펜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화

전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 지표가 목적에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CFO는 이를 토대로 사업

부서에게 평가 항목을 줄이면서 연관성은 높이도록 주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조직은 
전체 업무의 1~2% 정도만 

평가하고 만다. 
더 많은 지표에 대해 

측정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오펜,
로레알 영국 및 아일랜드 소비재 사업부 

재무 총괄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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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신뢰 구축, 방향 제시

사업부서에게 디지털화에 대한 인사이트와 고부가가치의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갖춘 재무부서를 구축하는 경향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를 실현하려면 재무팀 소속 

인력이 자문 역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충분할 여유를 확보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또한 재무부서부터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한다.

많은 조직에서 재무팀이 좌절하는 이유는 기본 업무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미국계 기업교육

업체 RPA 아카데미(The RPA Academy)의 설립자 

에드워드 브룩스(Edward Brooks)는 “회사에서는 재무팀 

소속 인력도 사업에 가치를 창출해 주기를 원하지만 재무팀 

사람들은 대개 기존 거래  처리 업무량만으로도 부담이라는 

변명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동화로 추진력 확보를

CFO들도 대개 이 딜레마를 인정한다. 그리고 청구서 처리, 

미수금/미지급금, 문의 처리, 현금 대사 등 반복 업무를 

대규모로 자동화해 수작업의 퇴출이나 최소화를 도모하는 

곳도 많다. IT 서비스 업체 카프제미니(Capgemini)가 

2018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이 몇몇 카테고리에서 프로세스를 대부분 또는 완전 

자동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 핵심 카테고리의 일부 프로세스 자동화를 

완전히 또는 거의 마쳤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

한 재무담당 이사에 따르면 효과는 속도 향상과 시간 절약에 

그치지 않으며 오류율 저감과 비용 절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장부정리, 청구서 발행 등 수작업이 많은 일상 업무

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재무팀은 
아직도 장부마감 같은 

일상 업무와 
씨름하고 있다. 

좋은 기술을 갖춘다면
 장부마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넌센스가 된다.

마틴 반 벤스빈, 
EY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

50%
Accounts

payable

47%Financial
control

47%Treasury

46%
Order

to cash

45%Record

to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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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imagining finance for the digital age: How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automation is transforming 

the finance function, Capgemini, 2018. 
북미와 유럽 500대 기업 재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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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에서 얻는 장점은 그 외에도 많다. 브룩스(Brooks)는 

한 가지 예로 오류가 사라졌을 때 팀이 발견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들었다. 그는 “시스템 간에 수작업으로 정보를 보낼 

경우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누락되는 맥락 정보가 

생긴다.”며 “그러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데이터의 생성 

시부터 쌓인 모든 맥락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예컨대 고객 구매 습관이나 공급업체 실적에 대한 인사이트를 

접목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재무부서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누구나, 특히 고객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것을 원한다. 이것은 재무부서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게도 부담이다. 
변화를 꾀하려면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필수이다.

Bhavesh Shah, 존슨앤드존슨 재무 담당 부회장

AI 도입

RPA와 같은 기술의 도입 또한 머신 러닝, AI 기반의 첨단 

인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이미 AI 

기반의 자동화를 실험 중인 기업도 많다.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도 그중 한 

곳으로, 재무 담당 부회장 Bhavesh Shah에 따르면 AI를 

통한 보고서 작성의 자동화를 시작하였다.

최근 조사를 보면 현재로서는 재무부서가 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3~5년 사이 그 수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III 참조). 이 기술들이 탄력을 

받으면 CFO와 재무팀은 사업부서에게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펜은 “AI가 확산돼 여러 출처에

서 나온 3자 데이터를 병합함으로써 소비자와 소비자의 행동

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신기술의 시범 도입과 전면 도입에서 재무부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번 면담에 참여한 인사들은 

AI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RPA의 이용이나 예측 

분석,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

부서가 재무부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가 많았다. 

그라임스는 “이 같은 기술을 마스터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회사 전체가 '재무팀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외부 

고객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용 절감과 규제 준수뿐만이 

아니다.

에드워드 브룩스, 
RPA 아카데미 설립자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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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IV. 모바일 금융의 새 모델: 

인도의 추심과 KYC 디지털화

인도 농촌 지역 40만 개 마을에서

400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물리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마힌드라 파이낸스

(Mahindra Finance)는 농촌 지역 

영업을 위해 1,400개 지점에서 22,000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 CFO인 

V 라비(V Ravi)에 따르면, 이렇게 지점이 

많다 보니 상호 연계성과 인력, 언어  

차원의 문제가 상당하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고 국내

60만 개 마을까지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성장 목표를 지원하고자 IT와 데이터

인프라의 업그레이드에 투자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수작업에 의존하던 추심

과 신원조회(know-your-customer,

KYC) 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Mahindra Finance의 22,000 직원 중 

상당수는 라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리의 발”이다. 지점에 소속돼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점 내방이 힘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라비는”고객이 지점까지 와야 

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며 

“벌이와 지출이 모두 현금이라서 계좌가 

있어도 지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거래 및 

회사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일부는 KYC 

요건의 충족을 위해)를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용 생체

인식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것을 이용해 고객을 주기적으로 방문

하여 결제를 받고 KYC 데이터를 등록

한다.

이 장치는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것

외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Wi-Fi

에 연결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진 마을에서는

접속이 제한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다. 영업사원과 추심

담당자 모두 이 장치를 이용해 고객의

결제를 받고 현금을 계수하고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온라인이

되면 해당 정보가 뭄바이 본사의

서버로 전송되며, 서버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영수 사실을 알려준다.

고객도 담당자의 장치를 통해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라비는 “머지 않아

장치를 활용하여 문의 단계부터 취득,

추심, 만기까지 대출 과정 전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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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CFO Insights on New Technologies, CFO Insights and Grant Thornton, 2018

그림 III. 재무의 신기술 도입

2 인도에는 22가지 주요 언어와 몇 가지 소수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3 인도 중앙은행은 2002년 자국 은행을 대상으로 한 KYC 지침을 공표하였다.  당시 

많은 나라에 도입된 이 지침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과 사기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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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애질리티의 달인

금세기 초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론인 “애자일 프랙티스”(agile practice)가 이제는 기술을 넘어 사업 분야

에도 적용되고 있다. 핵심 원칙은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 마이크로 경영과는 구분되는 개념), 팀 간 경계 해체, 외부 

및 내부 고객과의 협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CFO 가운데 일부를 포함해 많은 CFO가 

이 원칙을 팀에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성공한다면 조직 내에서 “인사이트의 달인”이 되어 디지털 변화의 참여자를 넘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업을 향한 요구에 맞춰 재무부서를 현대화하는 일에 왕도는 없다. 그러나 CFO가 이에 대비해 팀을 정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몇몇은 디지털화로 CFO와 재무부서의 근본적 책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기본 

원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거버넌스, 비즈니스 리스크, 재무 성과에 대한 집중이 여전히 CFO에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투자는 항상 사업적 정당성(business case)을 전제로 하며 지출은 기대 이익에 

비췄을 때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무 인력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과제가 있지만 재무 전문가로

서 최고의 덕목은 여전히 프로세스와 규율, 꼼꼼함과 계획성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재무담당 임원에게 새로운 수단과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업의 다른 여러 

부문처럼 이들도 이러한 수단을 완벽히 습득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경쟁자(업무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실험 전 지표를 검토하라.

디지털 운영과 자산을 평가하는 금융(재무) 또는 비금융

(재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회사에서 재무부서의 역할

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CFO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우선 기존 KPI를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지 확인한 후 새 KPI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 자동화 로드맵을 만들라.

재무 자동화는 속도와 효율, 정확도의 향상이라는

측면만 따져 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직원들이 잡무에서 해방돼 고부가가치인 자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라.

CFO는 재무부서의 업무를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인접

시장에서도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

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재무

업무에 특화된 기술 외에도 AI, 머신 러닝, 블록체인,

로봇 공학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자고 나면 신기술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 사례를 찾으라.

수 많은 조직이 위와 같은 새 지표로 실험과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CFO나 재무부서 내 전담 인력은 동종 업계와

이종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스타트업이 색다르지만 유용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 데이터 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라.

많은 기업에서 각 사업부서가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관리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재무부서가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종합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데이터

(재무,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 디지털 성과를 홍보하라.

많은 재무팀이 앞다퉈 자동화 기술과 첨단 애널리틱스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 다른 사업부서보다 먼저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재무부서의 도입 경험을

참고 삼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재무부서의 디지털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 존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The new bridge-builders: 디지털 비즈니스의 변혁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부서

O r a c l e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Q u i c k T o u r  해보기

https://go.oracle.com/LP=43623?qt=saas_erp_fin_DeliverDecisiveInsightwithOracleFinancialsCloud&src1=:ow:o:h:mt:RC_APMK181121P00220C0005:YTTJC19_FI_CT_QT_HI_KR_C38_Q34&intcmp=WWMK161025P00088:ow:o:h:mt:RC_APMK181121P00220C0005:YTTJC19_FI_CT_QT_HI_KR_C38_Q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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