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에서의 뱅킹: 
대출 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nCino

목적

클라우드 및 온 프레미스 핵심 뱅킹 시스템의 
분류로부터 대출 데이터 통합

은행 작업 간소화를 위해 실시간 통합 제공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출 수량의 증가 기회 활용

솔루션

Informatics Intelligent Cloud Services에서 120개가 
넘는 뱅킹 고객 시스템으로부터 밤마다 일괄 데이터 
통합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Salesforce에 가져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구축된 커넥터 사용

Informatica Cloud Application Integration은 
뱅킹 고객의 핵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다시 
넣어 자동으로 대출과 보증금을 예약하고 신용 
기관 보고서, 계좌 문서 및 다른 기타 사용 용도를 
가져옵니다.

결과
 
데이터 통합을 통해 은행의 융자 및 마감 시간을 
34%까지 절감

실시간 통합에 대한 시장 출시 기간을 30%까지 개선

nCino에서 해마다 개발 비용을 절약하면서 매년 
성장하도록 지원

“Informatica를 통해 유연하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쉽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Mark Wood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전무 이사
nCino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자는 승인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도 
빠른 융자 절차와 신속한 마감을 환영합니다. 이는 더 효율적이고 고객이 더 행복해하며 대출 수량 지원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절차는 종종 30일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는 대출자가 제출한 많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용기록, 현금 유동 예상, 비즈니스 및 개인 재무제표 및 소득세 신고는 대부분의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일부 목록입니다. 정보 수집 후, 해당 정보는 대출 기관의 핵심 뱅킹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각 대출 신청자에 대해 수집하고, 진행하고, 추적할 많은 정보와 함께 대출 기관은 많은 데이터를 따라가야 
합니다.

2012년에 설립된 nCino는 시간을 소모하는 상업 대출 절차의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하는 기업가와 은행가로 
이루어진 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운영 솔루션을 금융 서비스 시장에 제공하는 nCino는 클라우드 
뱅킹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금융 기관은 nCino를 통해 은행가가 필요로 하는 품질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고객이 기대하는 속도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출 관리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nCino는 대출자 정보를 대출 기관의 대출 절차 시스템에 입력하는 
수동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nCino는 금융 기관이 대출을 안전하게 추적하고, 전송하고, 감사하도록 하여 
승인 절차 전반에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금융 기관은 대출을 더욱 빠르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플랫폼에서 구축된 nCino Bank Operating System은 금융 서비스 고객의 핵심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을 통합하여 대출 관리 수명 주기에서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서 nCino Bank Operating System은 은행 직원과 리더에게 종단 간 솔루션을 통한 은행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부여하여 고객 관계 관리(CRM), 융자, 계좌 개설, 작업 흐름, 콘텐츠 관리 및 단일 
플랫폼에서의 즉각적인 보고를 결합합니다.

대출 절차 시간 34%까지 감소
nCino는 많은 다양한 금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모두 다양한 IT 플랫폼에서 실행 중인 FIS, Jack 
Henry 및 Fiserv를 포함한 광범위한 핵심 뱅킹 및 거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매일 밤 
nCino는 이러한 고객 시스템으로부터 대출 정보의 일괄 로드를 처리하여 nCino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XML 파일 등의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제공되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추출됩니다. nCino에서 새로운 고객을 합류시킬 때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  플랫 파일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많은 형식으로 뱅킹 고객 데이터 수용

•  실시간 통합을 포함하여 금융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매핑

•  API 변경에 따라 Salesforce와의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 유지

nCino 정보
nCino는 클라우드 뱅킹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Salesforce 플랫폼에 구축된 
nCinos의 Bank Operating System을 
통해 금융 기관은 은행가가 필요로 
하는 품질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고객이 
기대하는 속도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Cino를 팔로우하거나 
www.ncino.com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ncino.com


고객의 데이터, 파일 및 이미지를 은행 운영 체제에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nCino는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에 IICS(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를 사용합니다. 고객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최적화, 문제 해결 및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nCino는 고객을 위해 하루에 2억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 제공인 데이터 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라고 nCino의 
통합 서비스 전무 이사인 Mark Wood는 말합니다. “Informatica는 플랫 파일과 함께 우리가 유지를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Salesforce에 대해 미리 구축된 커넥터를 제공하여 구매와 구축 결정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발자 위치를 마련해줍니다.”

Informatica를 사용한 지 일 년 만에 nCino는 고객 기반을 두 배로 늘렸으며 데이터 통합 비용면에서 시간과 
인력 리소스 모두를 상당히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nCino는 새로운 고객의 데이터를 합류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줄여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nCino는 여러 국가에 200곳이 
넘는 금융 서비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는 고객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통합하고 고객 은행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융자와 마감 시간을 평균 34%까지 낮추도록 도와줍니다.”라고 Wood는 말합니다.

실시간 통합으로 이동
이제 nCino에는 성장 계획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있어 회사에서는 새 기능을 
사용하여 밤마다 일괄 로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ormatica Cloud Application Integr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융자 플랫폼에서 고객의 핵심 시스템, 예약 대출 및 보증금으로 자동 및 실시간으로 
푸시합니다.

“Informatica를 통해 유연하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라고 Wood는 말합니다. “고객이 쉽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동으로 대출 정보를 다시 핵심 뱅킹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신 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이 직원 효율성의 
증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와 마찬가지로 쉽게 실시간 데이터 통합을 매핑하는 기능은 Wood 팀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습니다.

“Informatica Cloud Application Integration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는 
속도와 용이함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주니어 레벨의 개발자가 그래픽 도구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매우 
특정적인 코딩 스킬 집합을 요구하는 동일한 통합을 설정하도록 해줍니다. 실시간 통합에 대한 시장 출시 
시간을 약 30%까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는 

고객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통합하고 

은행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융자와 

마감 시간을 평균 34%까지 낮추도록 

도와줍니다.”

Mark Wood
nCino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전무 이사

“



빠른 성장 유지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nCino는 고객들도 보상을 받고 있으며 대출 수량에서 평균 
19% 증가와 운영 비용에서 17%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nCion는 이제 자신 있게 빠른 
비즈니스 성장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자신감으로 대형 금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는 고객 데이터를 통합할 때 속도와 민첩성을 제공해주었으며 매우 
빠른 성장 기간에 개발 요구 사항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라고 Wood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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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 Informatica Intelligent Cloud Services

• Informatica Cloud Applica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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