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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전략: 규제 준수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기지 금융 운영 속도와 정확성 향상

회사 소개

모기지와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상위 30대 은행.

과제

미국 상위 30대 은행 중 한 곳은 문서 주문, 데이터 입력, 데이터 검증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반복적인 모기지 프로세스에서 상당량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Ernst & Young LLP (EY)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구현하여 생산성 향상, 데이터 품질 개선, 규제 

위험 감소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솔루션

모기지 운영에 적합한 RPA 플랫폼을 선택할 때 EY는 이 은행이 까다로운 

요구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기존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작동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금융 업계에서  

입증된 실적을 뒷받침해줄 RPA를 보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  

빠른 배포, 사용 용이성, 상업 및 라이선싱 유연성 항목도 포함시켰습니다.

2개월 간의 시범 구현을 성공적으로 마친 EY와 Automation Anywhere는  

이 은행과 협력하여 Automation Anywhere 솔루션을 글로벌 사업부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백만 달러의 절감액과 

위험 감소를 나타내는 자동화 기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프로세스 자동화
• 홍수 지역 증명서 주문
• 검증 처리
• 모기지 QA/QC

업종
은행

"오류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팀은 최종 
고객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CSAT 수치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2-3X
비용 감소

100%
규제 준수

$100만

연간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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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세부 정보

EY는 고객이 Automation Anywhere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여 홍수 지역 

증명서 주문, 주소 검증, 모기지 품질 보증/품질 관리(QA/QC)와 같은 핵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홍수 지역 증명서 팀은 반복되는 작업 특성과 매일 주문되는 대량의 홍수 

지역 증명서로 인해 각 홍수 지역 증명서를 주문하는 데 수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봇이 홍수 지역 증명서를 주문하고, 반환된 PDF 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기록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제 분석가들은 홍수 지역 증명서 해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바쁜 

작업에는 시간을 덜 소비합니다.

이 은행은 대출 주기의 초기 단계에 각 주소를 미국 우정청(USPS) 
웹사이트에 나오는 주소와 비교하여 공식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분석가들이 모든 대출마다 주소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주소를 비교하고 

스크린샷을 대출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이제는 봇이 잘못된 주소나 시스템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 주소를 확인하면서 비교 시에는 약어와 의사 결정 

논리를 적용합니다. 잘못되거나 일치된 주소는 플래그 지정되고 이것은 

예외 처리 팀에서 처리됩니다.

예전에 모기지 QA/QC 팀은 매일 대출 문서를 수집하고 여러 출처의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하는 작업에 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봇이 

필요한 대출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QA/QC 검토자에게 

보냅니다. 현재 이 팀은 발생 가능한 불일치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등의 

중요한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EY와 Automation Anywhere의 협력이 이 은행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은행은 

자동화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면서 글로벌 금융 사업부 내의 여러 직무에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무 
영역에서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EY 소개
EY는 보험, 세금, 거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EY가 제공하는 정보와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자산 시장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Y는 뛰어난 리더들과 팀을 이뤄 이해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EY는 직원, 고객,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Y는 하나의 글로벌 조직을 말하지만 Ernst & Young Global Limited의 회원사 1곳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 회원사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Ernst & Young Global Limited는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y.com을 
참조하십시오.

Automation Anywhere 소개
Automation Anywhere는 아이디어, 생각 및 집중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Automation 
Anywhere에서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한 디지털 인력 플랫폼은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직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간 중심의 
업무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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