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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콜린(Jeffrey Kollin) 
KPMG의 대체투자 부문
수석 자문은, 2017년이
대체투자 회사에게 있어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예측은언제나불확실하며,때로는부정확한예측으로인해막대한

비용을 치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

및 경제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모든기업에게필요한능력입니다.

다른금융서비스사업과마찬가지로대체투자회사도정부와금융

소비자의힘에큰영향을받습니다. 뿐만아니라비용절감노력을

지속해야하고,새롭게등장하는기술기반회사와의경쟁에서살아

남아야하며, 데이터분석시스템을활용해더빠르고더효과적인

운영결정을내릴수있어야합니다.

향후 몇 개월을 예상해 볼 때, 펀드매니저는 높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더불어 규제 준수, 리스크, 세금

관련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데이터 및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고 세금 또는 리스크 규정의 변화를 잘 이용한다면,

2017년이 대체투자 회사에게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s/pdf/2017/05/staying-alert-to-stay-ahead-whitepaper-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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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초경쟁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펀드매니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펀드매니저는 그렇지

않은 매니저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의 발생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컴퓨터 공학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를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압축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SaaS 기술을 활용하면 금융에서 인적자원에 이르는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펀드 운영에 더 많은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술은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실시간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SaaS, Blockchain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Data & Analytics)의
필요성 증대

《 최적의 블록체인 계약을 위한 KPMG의 7가지 제언 》

전략에대한
이해선행

협상스타일
고려

핵심비즈니스
보호

배타적
독점계약주의

지적재산권
보호

코드
에스크로

측정항목
정의

– 파트너십계약및필요한투자에대한기회및파급영향이해
– 일례로, 스마트계약의범위에는새로운시스템아키텍처투자가필요하나,디지털원장

기능은기술관련투자가적음
– 협상초기에수익공유등에대한합의필요

– 잠재적인파트너의협상스타일은계약이후상호작용의신호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스타일및문화적이슈에대해신중하게고려

– 고유한핵심지식을보호하기위한문구또는진입장벽을파트너십계약에포함시킬것

– 시스템간에교환되는특정데이터에대한식별필요

– 블록체인기술의경쟁구도는다수의신생기업에게분할되어있음
– 블록체인기술개발초기에단일벤더와의독점적파트너관계는다른벤더와의경쟁을

배제시킬우려

– 파트너십이해체되는경우기여한지적재산권을명확하게정의하고보호를요구

– 파생되는자산에대한소유권, 지적재산권면책사항, 보증및책임사항정의

– 파산/분쟁발생시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에접근할수 있도록코드 에스크로에대한
접근 방식 및 에이전트를정의

– 시스템 응답 시간, 인도 가능 기한 등과 같은 서비스 기대치에대해 명확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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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영역에서의 규제 변화 주시

전 세계의 세무 당국은 개인 및 기관이 보유한 대체자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

기구는 미국의 FATCA(Foreign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같은 정보공유 법규를 기반으로, 세무 당국간 정보 교환을

통해 탈세에 대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협력개발

기구 내의 TRACE(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세금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투자

회사는 정부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내부적인 세금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AAA~BB 사이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신용 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 헷지

펀드, 연기금 등의 투자자가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위험보유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민한 투자자는 실버라이닝(Silver-

lining)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ource: LCD, an offering of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 미국의 연간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규모 》

세금 및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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