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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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혁신기업 #테크리더

KPMG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12개국 740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KPMG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Survey 2019’의주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테크 기업 리더 중 27%는 e커머스 플랫폼이 향후
3년간 가장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22%), 디지털 결제
플랫폼(17%), 엔터테인먼트 플랫폼(14%)이 뒤를 이었고, 승차
공유 플랫폼(9%), 자율주행 플랫폼(7%), 숙박 플랫폼(4%)도
차례대로이름을 올렸습니다.

테크 기업 리더가 꼽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애플이 공동 1위(16%)를 차지했으며, 알리바바(15%)는 2위,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7%)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넷플릭스가 공동 5위(6%)를 차지했고 에어비앤비(5%)가 6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높은 순위의 기업 대다수는 e커머스 기업들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네트워크기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테크 기업 경영진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 1위로는 구글과
구글 크롬이 선정되었습니다 . 2위로는 페이스북 , 3위로는
인스타그램 , 4위로는 유튜브가 꼽혔습니다 . 다수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 일부는
메시징·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 3위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 순위에 디지털 결제
관련 기업은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테크 리더들이 선정한 혁신 선도 경영인 1위로는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 2위로는 테슬라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Elon Musk), 3위로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Jack Ma),
4위로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5위로는 애플의 CEO 팀 쿡(Tim Cook)으로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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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Future of Finance: Think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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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Keywords ▶ #CFO #혁신투자

27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KPMG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3은 기업내에 혁신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부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 또한, 임원의 70%가혁신에대한노력은연간

예산편성과정에서나타난다고응답했습니다.

앞으로선도적인 CFO는벤처투자가의사고방식을가져야합니다.
전형적인 사업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혁신 투자에 대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CFO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바꿀필요가있습니다.예를들어,예상치못한규제변화나공급망

붕괴, 또는 파괴적인 기술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의 압박이

발생하면 즉시 팀을 구성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바꾸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혁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잠재적인 미래 수익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

CFO가 수익률과 같은 전통적인 재무지표만을 고려한다면 혁신

투자는 조기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 투자가 반드시

당장의수익창출과연결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러한투자에는

수익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등 완전히 새로운 평가 지표도 포함

되야합니다. 한편, 혁신적인아이디어에대응하기 위해서새로운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핵심 멤버로서

벤처투자가의마인드를갖춘 CFO는가용자금뿐아니라,투자금의
전략적적합성, 투자규모, 잠재적인경제적영향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think-like-venture-capitalist.pdf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think-like-venture-capita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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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고객경험(CX) #고객관계 #브랜드관리

오늘날 많은 기업은 고객의 높아지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 경험(CX, Customer Experience)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많은 투자비용에 비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고객 경험은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서 가격과 제품력을 능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에 따라 KPMG는 고객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2019년 1~2분기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 관련 글로벌 우수 기업

사례와 각 국가별 고객 경험 Top 10 브랜드를 꼽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20개국 8만 4,06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75개 브랜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경험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 기업 사례 분석으로는

싱가포르항공 (Singapore Airlines), 유럽 패션 e 커머스

잘란도(Zalando), 미국 증권사 에드워드존스(Edward Jones),

영국 핀테크 스타트업 몬조 (Monzo)의 전략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또한 각 산업별(통신, 유통, 항공, 호텔, 금융 등)

대고객 전략의 방향성을 분석했습니다.

KPMG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초점은

변화의 중심이자 핵심 동인인 ‘고객 ’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뢰와 청렴은

고객 충성도의 최우선적 조건입니다. 둘째, 문제 발생 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빠른 행동으로 고객관계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기대 충족 수준을 관리해야 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공감은 고객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째 , 고객의

브랜드 로열티 구축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객별 개인

맞춤화입니다 . 여섯째 ,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Global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Report 2019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김주희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976 
jkim206@kr.kpmg.com

김수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3973 
sookyungki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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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10/global-customer-experience-excellence-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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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US는 자산의 유통과 추적, 마일리지 보상, 사용자 데이터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블록체인 토큰은 기업이 유무형의
자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을 추적하거나 상추 재배
농장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블록체인기술을 이용 가능합니다.

KPMG가 2019년 9월 공개한 설문(18세 이상 미국인 1,000여 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82%의 응답자가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블록체인 토큰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의
멤버십 로열티 프로그램은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가치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토큰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항공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월렛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비행 마일리지를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 보다 작은 단위의 지출에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토큰은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않기 때문에 보안성 향상에도기여합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거래와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상품 시계에 대한 광고를 여러 번 시청한 사용자의
시계 구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시청 이력은 시계 판매사
에게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게 유용한
고객 타깃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관심은 Z세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시니어
계층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18~24세 Z세대의
83%는 블록체인 토큰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며, 65세
이상에서도 50% 넘는 응답자가 블록체인 토큰에 흥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얼리어답터 성향을 지닌 Z세대를 공략하려는 기업은
블록체인 토큰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B2C, C2C 사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토큰의 가능성과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5

[블록체인] Blockchain-enabled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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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노령 인구와 새로운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 변화의 부분으로 입원 치료 전후
단계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OOH(Out of
Hospital)’ 통합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본
보고서는 기존의 병원 중심 헬스케어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의료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 테마를
제시합니다.

(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OOH 서비스 제공

새로운 헬스케어 시스템의 설계 및 배포 과정에서 의료 통합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영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해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2)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OOH 서비스의 도입

OOH 서비스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의료
비용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 경험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의료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3) 협력과 상호작용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일반적으로 환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치료의 과정에서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 이용자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네트워크 기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헬스케어 모델의
디지털 혁신은 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영역과 투자 규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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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hought Leadership

Keywords ▶ #S-REIT #싱가포르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 Limited)에 2002년최초로

리츠(REITs)가 상장된 이후 S-REITs(Singapore-REITs)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연평균 22%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5월말기준상장

S-REITs는 44개로 시가총액은 US730억 달러에 달합니다. SGX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에

발맞추어 , 향후 10년 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리츠거래소’로자리매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S-REITs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자산을 인수하고 지리적

확장성을 갖추어 아시아와 서구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높은 위험 조정 수익(risk-adjusted returns)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SGX에서는 9건의 리츠가 US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며 교차 상장(cross border listing)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S-
REITs(44개)는 미국(4개), 유럽(9개), 호주(14개), 중국(13개) 등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연평균 6.5%의 배당수익률을

창출하고있습니다.

특히, S-REITs는 해당 지역의 리츠 중 가장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싱가포르 상위 20개
리츠의 수익률은 30.2%로, 홍콩(28.7%), 호주(5.9%), 미국(3.8%)
보다높은수익률을기록하였습니다.

리츠 투자의 핵심은 좋은 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투자구조와

투자전략,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매니저의 역량 등이 요구

됩니다. SGX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모색하며 단일국뿐만 아니라 다국가 리츠플랫폼(multi-country
REIT platform)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최상의플랫폼을위해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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