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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벤처캐피탈 #투자 #2018전망

Venture Pulse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VC)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4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 연간 투자 금액은 1,55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증가한 반면

거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거개 건수인 2,66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총 거래 건수의 감소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에 있어

메가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4분기에는 중국판 우버인 Didi-Chuxing과 온라인 유통

업체인 Meituan-Dianping의 거래를 포함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이 6건 있어 투자금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1,858건의 거래를 통해 245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그 중 미국은 2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은 156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했으며, 유럽은

57억 달러로 2017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은 2017년 3분기 31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4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은 제약과 생명 공학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져 2016년

122억 달러에서 2017년 166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2018년에도 벤처캐피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투자 역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헬스케어, 바이오, 자동차 기술의 분야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투자보다는

후기 단계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추구와

수익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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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자동차]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Keywords ▶ #자율주행 #인프라

KPMG는 2018년 최초로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자율주행차 도입준비 지수, 이하 AVRI)를 발표했습니다.

AVRI는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전세계 20 개국의 준비 및 대응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각 국가별 역량을 1. 정책 및

입법, 2. 기술 및 혁신, 3. 인프라, 4. 소비자 수용성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각 국가별 지수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AVRI의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뒤로

싱가포르(2위), 미국(3위), 스웨덴(4위), 영국(5위), 독일(6위),

캐나다 (7위 ), UAE(8위 ), 뉴질랜드 (9위 ), 한국 (10위 )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주요 국가 중 일본은 11위, 중국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

충전소의 고밀도화, 강력한 통신 네트워크, 대규모 AV 테스트

시행 등으로 인해 AVRI에서 구분한 네 가지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책 및 입법, 소비자

수용성 부문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는

미국과 스웨덴이 각각 1 위와 2 위에 올랐습니다.

종합점수 10위에 오른 한국의 경우 인프라 분야에서 조사대상

국가 중 4위,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9위에 올랐으나, 소비자

수용성(11위), 정책 및 입법(14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은 미래 지배적인 운송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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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성장가능지수 #GPI #잠재생산성

KPMG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앞서 세계 ‘성장가능지수(GPI, Growth Promise Indicators)’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잠재적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부채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준, 교육

기관 등록자 수, 지적재산권의 강도 등 총 15가지 범주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KPMG는 이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각

국가에 0에서 10까지의 GPI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GPI 평가결과 , 네덜란드(1위), 스위스(2위), 룩셈부르크(3위),

노르웨이(5위) 등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최상위권을 형성

하였습니다. 비유럽 국가 중에는 홍콩(4위)과 싱가포르(7위)가

유이하게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Brexit)에도 불구하고 13위를 차지하며,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의

결과로 두 단계 순위가 상승한 캐나다(12위)의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14위), 일본(20위), 미국

(23위), 프랑스(24위) 등 대다수 국가들이 GPI 순위 10위권 밖에

위치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21위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KPMG는 본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GPI 성과와

국가의 번영을 이끌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투자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국가에서 가속화될 기술

도입에 대한 준비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들과의 정보 공유 등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거시적 안정, 부채 관리 등을 통해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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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커넥티드엔터프라이즈 #고객만족 #고객경험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 중심적 역량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KPMG는 진정한 고객 중심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때

고성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KPMG는

고객 중심적인 기업은 고객과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여덟 가지

핵심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8 가 지 역 량 을 확 보 한 고 성 장 기 업 을 ‘ 커 넥 티 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로 칭하였으며, 여덟 가지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제품·가격·고객에 대한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가격, 프로모션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험 중심적 역량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 파트너사 기대에 맞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 반응형 공급망 (responsive supply chain) 구축입니다 .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 편의에 맞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파트너십 및 벤더

관리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제3자와 전략적 협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 실시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여섯째 , 기술 활용

역량입니다. 시장에 대한 민첩성 제고 및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첨단 기술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끊김없는 쇼핑 환경 구축 역량입니다. 기업들은 다수 채널에

걸쳐 통합된 결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여덟 번째 ,

조직과 인력의 조정 역량입니다.

KPMG는 현재와 같은 경쟁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 중심적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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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The power of trust in analytics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 기반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들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대체하면서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 KPMG CIO Survey에 따르면 , 전사적 디지털

전략에 관련해서 E&C(Engineering and Construction)부분이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E&C 산업은 기술 기반 업무

프로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술 기반의 효율성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E&C 기업에게도 기술에 기반하여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E&C 기업은 데이터 분석 (Data & Analytics)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패턴이나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E&C 기업이 비즈니스의 여러 측면에서 이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정보시스템(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E&C 기업은 PMIS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경쟁 업체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CPM 스케줄링이나 ERP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혁신이 E&C 기업의 향후 지속적 발전에 중요합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Part_1_of_our_Engineering_and_Construction_series.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Part_1_of_our_Engineering_and_Construction_ser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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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Medical devices 2030

최근 의료기기 산업이 유망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 벌어질 가장 큰 변화는 치료기기를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서 , 가치를 제공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료기기 업체가 단순히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고려해야 할 세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기존의 조직과 비즈니스 , 운영 모델을 재구성하여 미래에

적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을 기존 비즈니스

및 제품에 융합하여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생산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2030년의 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적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의료기기 산업에는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신규 경쟁자들이

진입할 전망이며, 임상실험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신기술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도상국들의 높은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구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기 산업의 가치사슬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2030년에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현저하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운영성의

필요가 커져가는 가치사슬의 변화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Thought Leadership/Industrial Markets/2018/KPMG_MedicalDevices2030_final.pdf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Thought Leadership/Industrial Markets/2018/KPMG_MedicalDevices2030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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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인슈어테크(Insuretech)는 기술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자들과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며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KPMG의 보험 및 핀테크 전문가들은

2018년을 인슈어테크가 개념 증명 단계에서 나아가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슈어테크의 한 종류인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은 이미 최근 몇

달간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기관과

정부는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요

보험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시장을 주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험과 관련된 인슈어테크 역시 주요 개발국인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다른 시장에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출시된 상품들은 적합한 가격,

커버리지,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 및 무인 항공기 보험은 틈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미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인슈어테크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드론을 활용한 사고지 조사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원격으로 검사하는 등 인슈어테크

기술에 대한 보험사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며 인슈어테크의 활용 가능성과

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험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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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nsuretech hits its stride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1/2018-predictions-insurtech-hits-its-stride.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1/2018-predictions-insurtech-hits-its-str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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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Great expectations – Deal making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Keywords ▶ #재생에너지 #M&A #투자 #해상풍력

본 보고서는 2017년 3분기 200개의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딜(deal) 관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M&A 건수는

198건이며, 225억 유로에 달합니다. 동 기간 중 규모가 가장 큰

딜(deal)은 부룩필드 자산 관리사(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가 테라펌 파워 (TerraForm Power Inc.)를 4,013백만 유로에

인수한 거래 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독일이 조만간 재생에너지 딜에

있어서 상위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총

3,77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안정적인 규제와 지속적인 개발로 독일은 향후 1년 내 유럽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이 될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매력적인 세부 산업으로는 응답자의 42%가

해상 풍력(offshore wind)을 지목했으며, 그 다음으로 태양광

(26%), 수력(21%) 순서입니다. 또한, M&A 건수가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향후 1년 내에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부

산업도 해상 풍력(43%)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풍력의 운영 및

제조비용이 상당히 경감 되었고, 유럽과 중국의 풍력단지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에 제약이 되는

정부규제들도 존재합니다 . 설문결과 재생에너지 투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보유한 선진국은 독일(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영국(23%), 캐나다(7%), 프랑스(3%)

순서 였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만이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이 가장 우호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종합하자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의

M&A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가속도도 증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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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Digitalization in life science

Keywords ▶ #DigitalTransformation #환자중심시스템 #가치기반가격결정(VBP)

생명과학 기업들은 디지털 변환 (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을 완전히 수용함으로써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뛰어난 임상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기업들은 블록버스터 (Blockbuster)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고 환자를 산업 생태계에 깊이 통합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맞춤형 의약품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한 개인화된 의료 방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환자 중심의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참여자들의 역할까지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 디지털 기술이 연구와 임상

실험에 적용되면서 , 데이터 분석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 관계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민감한 데이터와 거래의 양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게 될 것입니다 .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도 필요합니다.

한편 가치기반 가격결정(Value-Based Pricing, VBP)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환자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능적인 자동화

(intelligent automation)는 생명과학 기업들의 내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더욱 개인화되고 환자 중심적인 생태계에서 생명과학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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