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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글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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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유망기술 #사물인터넷(IoT) #RPA #기술투자

KPMG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개국 740명의
테크놀로지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KPMG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 기술에 얼마나 투자를 진행하며 투자 회수
기간을 언제로 바라보는지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에도 가장 많이 투자되고 향후 3년간 투자를
늘릴 1위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선정되었습니다. 2위로는
인공지능 (AI)이 , 3위로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가꼽혔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규모는 연간 1,000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억 달러 이상을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은 각각 1%, 6%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자금력을 보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지닌 대기업의 18%는 5억 달러 이상을 매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 의 응 답 자 는 6 개 월 이 내 에 일 정 수 준 의
ROI(투자자본수익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 71%의
응답자는 (6개월 이내 응답자 포함) 1년 내 일정 수준의 ROI를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운영을
보다 더 효율화할 수 있어, 1년 내 일정 수준의 ROI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중이 중소 ·중견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기업이 1년 내 일정 수준의
ROI를 기대한다는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독일(80%),
영국(78%), 중국(71%),미국(70%)이뒤를 이었습니다.

KPMG 보고서에서는 기술 투자에 대해 5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째, 기업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보다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둘째, 기술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화된 IT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넷째, 부정적인 인식은
빠르게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투명성과 기업의
가치를 조직 내 전파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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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유통·소비재산업 #고객신뢰 #디지털채널 #고객경험

KPMG는 본 보고서에서 유통 ·소비재 기업이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섯 가지 부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유통·소비재 기업들은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디지털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 사이의 적정 비율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상에서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비의 상승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구축되어

있는 IT시스템과 신규 디지털 채널 간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둘째, 많은 기업이 여러 국가·채널의 고객과 교류하고 있으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일 정보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객 경험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고객 경험에 대한 내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유통 ·소비재 기업에게 고객

경험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3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대다수 기업의 공급망은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배송과 같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반품 관련 역량은 고객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재고 관리 역량 및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들은 회사의 성장에 대한 주주의 기대와 고객의
니즈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를 고객 관련

전략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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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화장품산업 #디지털혁신 #인디브랜드 #제로웨이스트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 소비자는

친환경적이고 진실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산업 내 다양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인구 통계적 변화 및 프리미엄화가 지속되면서

화장품·생활용품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PMG US는 글로벌 화장품·생활용품 산업의 최근 M&A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트렌드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혁신에 관한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화장품·생활용품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생활용품 기업은 고객 경험도를 향상시키며, 고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화장품·생활용품 관련 인디브랜드(Indie Brands)가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인디브랜드는

대규모 기업 대비 유연한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P&G,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등 다수 대형 화장품·생활용품 기업은

유망 인디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들 브랜드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셋째,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소비 패턴 및 지속가능성 관련 트렌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2018년 4월 , 로레알(L’Oreal)은 ‘시드 피토뉴트리언트(Seed

Phytonutrients)’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친환경 포장 용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 제로웨이스트 및 지속가능성은

화장품·생활용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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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보험산업 #지능형자동화 #IA

보험사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 고객들은 보다
세분화∙맞춤화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능형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 IA)를 도입하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시장의 요구에
대응할수있습니다.

IA 도입을 당장 추진하긴 어렵더라도 보험사들은 자동화를 언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위
보험사들은 자동화 구현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①
전사적이고 확장성 있는 IA 비전 구축, ② IA 전환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및 구현 프로세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IA 구현의
성공 요인은 IA가 단순히 기술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기술 도입을
통한업무종단간(End-to-End) 비즈니스프로세스의전환이며,이를
통해비즈니스모델이변화할수있다는것을이해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IA구현을 통한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설계된 IA는 비용 절감을 넘어서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통제력 향상 ,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 만족도 향상 ,
중복∙비부가가치업무제거와같은이점등을제공합니다.

기대효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IA를 내재화한 보험사는 많지
않고, IA 도입을 시도하더라도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IA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회사
현황에 맞지 않는 구현 방식이나 잘못된 사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IA는 단순히 프로세스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를
통한영업방식및비즈니스모델의변화∙개선을의미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IA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① 올바른 구현
방식의 채택, ② IA 전환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 ③ 회사
현황에 적합한 IA 운영 모델 개발, ④ 원활한 IA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변화관리등을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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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The automation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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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PE #데이터사이언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M&A 환경 속에서 거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PE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자산 증대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소스의 가용성과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 PE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PE기업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거래 성과의 개선 등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PE기업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통합적이고
정교한 모델을 사용 시, 단순한 표준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할 수
없는 통찰력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PE기업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PE기업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거래 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 PE기업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도입함으로써 거래 전 성장 기회를 식별하고 잠재적 성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또한 PE기업은 인수 기업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하여 매출
증대 및 비용 구조 개선 등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PE기업은 데이터 사이언스 도입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의 복잡성,
현재의 D&A(Data & Analytics) 역량, 투자 의사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내에 구축할지, 전문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도입 방안 결정 시 , PE기업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

[PE] The information edg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곽호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962
hokyungkwak@kr.kpmg.com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최연경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the-information-edge.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the-information-edge.pdf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Keywords ▶ #자산운용산업 #규제 #이해관계자 #경영환경

자산운용산업은 지난 10년간 약 6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글로벌 총 운용자산이 80조 달러에 육박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산업이 전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투자자와 소비자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정치경제적 요구, 사회적 책임의 변화, 급속한 신기술의
성장 등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자산운용산업 내 외부 요인과 규제당국의 의제 변화를
7가지 부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자산운용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규제 수준이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또는 국가 내 규제기관 및 감독당국의 구조 및 규제당국의
의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② 규제당국은 유동성 및
레버리지에 중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스튜어드쉽 코드 및 보수
규정 등 자산운용업계의 거버넌스와 행위규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④ 투자운용의 성과와 비용에 대한
합리성 , 관련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⑤
브렉시트(Brexit), 아시안펀드 패스포트(Asian Fund Passport) 등
자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다양한 기회와 제한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된 규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⑥
자산운용회사의 투자 프로세스 및 전략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소가 반영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⑦ 핀테크(Fintech)의 발달로 인해 규제 당국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새로운 위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산업의 경영진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인정하여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윤리 및
가치 제공의 원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진화하는 규제 및 감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거버넌스 모델과 문화가 책임성과 다양성 부문 등에서 고객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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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업 관련 규제,
글로벌화, 교육 제도, 운송 시스템, 모바일 커버리지 등과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KPMG는 국가의 성장과 관련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성장
기대 지표(GPI, Growth Promise Indicators)’를 만들었습니다.
KPMG GPI는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 개방성, 인프라, 인적 자원,
기관 경쟁력의 다섯 가지 분야의 평가를 합산하여 집계됩니다.

이번 GPI 조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 거시경제의 안정성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국가의 높은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개방성

시장 개방성은 국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며 , 싱가포르 ,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해당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3) 운송 인프라

최근 10년 간 개발도상국의 ‘운송 품질 지표(Transport Quality
Index)’는 0.305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운송 품질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10년 평균
-0.235점)를 보였습니다.

(4) 미래지향적 인적 자원

개발도상국의 기대수명 증가와 교육의 보편화 추세로 인해,
200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적 역량 지표(Human
Pillar Index)’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5) 기관 경쟁력

기관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공공 재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장을 위한 외부 차입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8

[지속가능성] Growth Promise Indicators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강민영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7 
minyoungkang@kr.kpmg.com

이명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4802 
myounggulee@kr.kpmg.com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uk/pdf/2019/07/growth-promise-indicators-2019-report.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uk/pdf/2019/07/growth-promise-indicators-2019-report.pdf


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https://home.kpmg.com/kr/ko/home.html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