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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테크놀로지 #혁신 #기술혁신허브

테크놀로지 산업과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PMG는 해마다 ‘KPMG Tech

Innovation Survey’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기술 혁신 트렌드와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PMG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15개 국가 및 지역의

테크놀로지 분야의 임원 767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태계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 ‘미국 실리콘밸리 외에, 4년 후

선도적인 기술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3개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상하이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2위는 일본 도쿄, 3위는 영국 런던이

차지했으며, 한국의 서울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 중 향후 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 기술을 보여줄 국가나 지역을 꼽는 항목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응답자(34%)가 선택해 여전히 테크놀로지

발전에서 선도적 지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로 아시아 국가가 부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국가로 꼽혀 미래 테크놀로지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본 보고서는 테크놀로지 혁신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국가 및 지역을 조망하고 대표적인 16개 국가의 KPMG

파트너들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LCD

및 OLED 패널 등 하드웨어 기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PMG Korea의 양승열 부대표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의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인공지능 (AI)과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의 신속한 융합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크놀로지]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rup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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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Digital Supply Chain – the hype and 
the risks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 배송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하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공급사슬 (Supply Chain)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공급업체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더욱 민첩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기술은 공급사슬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①로보틱스 : 챗봇 , 창고 흐름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개인맞춤형 주문, 반품, 청구 관리 가능, ②자동

보충 시스템(Auto replenishment to home): 소비자는 더 이상

쇼핑 리스트를 세우고, 직접 쇼핑할 필요가 없어짐, ③안면인식

기술: 과거 주문 기록 및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식사

메뉴를 제안 , ④자율주행 , 드론 및 온보드 기술 : GPS 및

추적장치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라스트마일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송 경로를 최적화, ⑤스마트 라벨, QR 코드 및

블록체인 기술: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스캔하고 공급사슬

상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 가능

앞으로 기업들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공급사슬을

구축함과 동시에,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노리는 해커들은 항상 조직의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를 유출시킬 가장 쉬운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 즉 , 사이버 공격은 디지털 방식의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약한 연결’ 부분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결된 공급사슬의 범위와 취약점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직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KPMG는 공급사슬 상의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을 공급사슬의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au/pdf/2018/digital-supply-chain-hype-and-risks.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au/pdf/2018/digital-supply-chain-hype-and-ris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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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KnowYourCustomer #KYC #블록체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정보확인(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프로세스는 금융 기관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의무 준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 금융 범죄 행위를 탐지·예방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5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금융 범죄 예방 및 위험 관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그 중 대부분은 KYC 관련

비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KYC 관련 비용이 이처럼 큰 이유는 금융 기관의 KYC 프로세스

가 소모적이고 수동적이며, 중복 및 오류 리스크가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KYC 관련 업무의 80%는 정보

수집 및 처리에만 사용될 뿐,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는 20% 만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KYC 과정의 번거로움과 반복적인 질문 및

긴 처리 시간은 고객에게 실망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금융 기관에서 기존 KYC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인지

컴퓨팅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도 KYC 업무

를 처리하고, 기존 프로세스의 비효율성과 업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금융 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KYC

유틸리티의 비즈니스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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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생명과학] Demystifying 
blockchain for life sciences

Keywords ▶ #블록체인 #스마트헬스케어 #데이터관리 #가시성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도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활용 문제 입니다. 2018년 5월

유럽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이 제조 업체에서 공급

업체를 거쳐 유통업체로 이동할 동안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처리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DSCSA)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제품의 단계별 소유권

정보에 대해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단위(Digital Units)가 연대순으로 그룹화된

거래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된 블록(Block)으로 구성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상호

대조되는 분산 원장 기술로서 높은 안정성을 지닌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조직은 높은 신뢰성을 가진 통제된

메커니즘으로 보안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의적인 데이터의 복사 또는 삭제를

방지하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의 중요한 목표는 특정 제품이

생산에서부터 이를 필요로 하는 특정 환자에게 어떻게

도달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 장기적인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품이 공급망에 속한

다양한 제조 및 유통 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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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Pricing for Survival

Keywords ▶ #의약품 #의료비용 #가격책정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

부문에서는 의료기관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는정책입안자가의약품의비용대비효과를평가하면서

특정 유형의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경우 의사의 일관성 있는

처방을요구하고있습니다. 전세계에걸쳐의료비용관리에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가격책정 방식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에대한의견이다양하게제시되고있습니다.

제약업체는효과기반가격책정(outcomes-based pricing) 대신다른

방식들을 통해서도 의약품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쓰이는 가격모델인 징후 별

가격책정(indication-specific pricing)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약물이 제공하는 임상 및 경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물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지 또는 치료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체요법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치료제가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책정에

반영됩니다.

한편 하나의질병에대하여단일약물치료보다는다양한약물을

통한 치료법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 요법 가격책정(combination
therapy pricing)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약물의 각 구성요소가

결과에기여하는방식에가치를부여하고, 그가치에따라가격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가치를

정량화하는증거가부족하다는한계점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대 환자 전략(product-to-patient strategies)은
의약품의 순응도, 의료 서비스의 프로토콜, 그리고 진료 예약에

대한 접근성 등 이해관계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환자를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다양한 가격책정법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전략들을소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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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와 Forbes Insights가 미국 IT 및 리스크 관리

부서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Tech Risk Management

Survey’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의 파급력이

커지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 본

보고서는 IT관련 경영진이 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리스크 관리에도

또한 스피드와 민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92%에 해당하는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KRI(Key Risk Indicator)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KRI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적 (Predictive) KRI’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은 인지기술과 애널리틱스 기술

등에 보다 더 투자해야 하며 효과적인 대시보드 및 리포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하며 대시보드를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화된 대시보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량적 수치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넘어

기업의 전략과 연계되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기술이 도입되는 전 과정에서 유연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술을 리스크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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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스크] Disruption is the new norm: Tech risk 
management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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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Healthcare’s silver lining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이 오늘날 헬스케어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헬스케어 기관이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더욱

유연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클라우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병원, 전문분야 및

외부 의료 기관 간에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시스템 구축은 헬스케어 산업이 겪어왔던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IT 인프라(XaaS, IT

as a service)를 도입하면 30퍼센트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헬스케어 기관들은 클라우드 사용을

하면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 개인건강정보 )나

재무데이터,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등과 같은

정보가 노출되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하지만 클라우드는 의료기관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고객의 데이터 보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인프라는 환자 기록

데이터를 격리하고, 데이터 엑세스 제어를 관리하는 다중 계층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악성 해킹이나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서버보안 강화, 암호화 및 재해 복구 기능을 통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http://www.kpmg-institutes.com/content/dam/kpmg/healthcarelifesciencesinstitute/pdf/2018/healthcare-silver-lin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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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은행

간 M&A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인수 은행이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M&A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은행의

M&A 거래량은 2016년 241건에서 2017년 261건으로 증가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수의 대규모 은행 간 M&A 거래가 있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대형 M&A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금액 측면에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금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유형자산의 장부

가치대비 시장가치 비율은 2016년 131%에서 2017년 161%까지

상승했으며, 모든 유형에 대한 은행 자산의 장부가치가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부문의 단기 시장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은행 간 M&A 증가 추세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업계는 고객기반 확대, 규제

및 운영 비용 합리화, 예금 비용 절감,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등을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인 M&A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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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이자,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밝힌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역사적인 시점에 KPMG China는 2018년에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개발 비전’과 ‘새로운

경제 순환 구도’ 그리고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은

2018년 이후 중국 내외 직접 투자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투자 회복 추세는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국 시장의

수요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세계화 모델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정책 기조는 외국인 투자 지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국경 간 투자 흐름의 개선, 그리고

금융 시스템 개혁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 내

자본의 흐름과 연결성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중국과 글로벌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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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CHINA OUTLOO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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