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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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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벤처캐피털 #투자 #VC

KPMG의 Venture Pulse는 전 세계 주요 권역별 벤처캐피털(VC)

시장의 최근 투자 트렌드와 주요 거래 동향, 향후 투자 전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는 싱가포르의 Grab, 인도

네시아의 Go-Jek, 미국의 Lyft, Uber, Faraday Future 등을 포함

한 대규모 거래들이 성사되며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여전히 벤처캐피털 투자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 카풀 (Carpool)과 같은 탑승공유 (Ride-sharing) 분야는

2018년 1분기 벤처캐피털 시장의 큰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블루오션을 찾아 포화가 될 된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테크(Autotech)도 각광 받은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자율

주행에서부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AI(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무역 관세 및 주요 지역에서의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① 글로벌 투자 지형의 다각화, ② AI 및

헬스케어 투자 관련 높아지는 관심, ③ 암호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의 긍정적 영향, ④ 탑승공유 관련 산업의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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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New drivers of th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Keywords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로 -탄소 경제 (zero-carbon

economy)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총

5.4GW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구매계약이 43개의 회사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포춘 500대 기업 중 50%, 포춘 1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청정에너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기업인 월마트(Walmart)와 GM은 몇몇 국가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이며,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입을 촉진하게 된 원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구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풍력의 평균

발전단가는 2009년에 비하여 2/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존 화석연료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투자자의 압박입니다 . 최근에는 책임있는

투자(responsible investment)가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압박도

존재합니다 . 오늘날의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이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사업보고서 공개 시 작성해야 할 정보에

변화가 생긴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 이제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도 고려하여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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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스마트공급망 #공급망데이터관리 #제품마스터데이터

오늘날 유통·소비재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는 제품의 효율적 딜리버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KPMG는 본 보고서에서 유통·소비재 기업의

공급망 데이터 관리를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 기업은 정확한 제품의 무게, 길이, 넓이, 원료, 원산지 등과

같은 제품 마스터 데이터(Product master data)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품 마스터 데이터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지하며, 이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은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point of sale) 정보, 재고 정보, 소비자의 구매

채널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고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 채널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업은 오늘날 소비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며 이를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 및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윤리적·환경적 기대 수준에 맞는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유통·소비재 기업의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공급망 내 기업

수가 늘어나며 데이터 보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유출, 지적재산권

분쟁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공급망이 디지털화 되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고 공급망을

고도화시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보틱스, IoT 등의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은 상호연결성이 강하고

예측력이 높은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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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Trump’s infrastructure pl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라는 이름의 광범위한 인프라 금융 및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7가지로 요약됩니다.

①인센티브 프로그램: 주정부, 지방정부, 기업들이 혁신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1,000억 달러를 보조

②농촌 인프라 프로그램: 농촌의 기반시설 필요성에 따라 500억

달러 차등 지급

③혁신 프로젝트 : 교통, 식수 , 에너지 , 상업공간 및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

④재원조달 프로그램: TIFIA, RRIF, WIFIA, USDA RUS와 같은

기존 연방 인프라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200달러 자금

투자

⑤연방 정부 회전 기금: 연방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 달러 투자

⑥공공 토지와 연방정부의 자산: 법안을 변경하여 공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공 토지의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방정부는 소유 자산을 민간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

⑦인프라 허가 개선: 환경 평가를 단일 기관에서 결정(One

Agency, One Decision)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즉, 연방교통부 권한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연방-주정부 간 중복 업무 최소화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2/foresight-trump-s-infrastructure-plan.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2/foresight-trump-s-infrastructure-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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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dvancing Payment Reform

2015년 4월 16일 미국 의회는 의료 개혁 법안(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을 승인함에 따라 의사

지불보상 개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진료비

지급 방법을 크게 ‘성과장려지불방식(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이하 MIPS)’과 ‘대체지급방식 (Alternative

Payment Model, 이하 APM)’ 2개로 나눠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MIPS의 경우, 보편적 의료지불 형식인 행위별 수가제(fee-for-

service) 지불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너스, 페널티

등의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MIPS에서 벗어나 APM으로 의료

공급자를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11일 , 미국 하원 의료 자문 의원회

(MedPAC)는 투표를 통해 의회가 MIPS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의회는 2018년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을 발의하여 MIPS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으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MIPS의 정보 관리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1)

PTAC(Physician-focused Payment Mode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의 역할은 무엇이며, 2) PTAC와 CMS는 APM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3) APM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과제와 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 행위별 수가제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의 거래 관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

2) PTAC : 미국의 진료비 지급 방식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총괄하는 자문위원회

1)

2)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s/pdf/2018/03/kpmg-hc-alt-pay-models.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s/pdf/2018/03/kpmg-hc-alt-pay-mode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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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평판리스크 #소비자신뢰 #규제환경

최근 KPMG가 영국 내 C-level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3년간 자사 비즈니스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 (Reputational Risk) 가 꼽힌 바 있습니다 .

기업·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평판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판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전 산업 영역에서

중요성을 지닙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통해 유통·소비재

업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의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들 기업은 특정 점포의 에너지 소비량, 지속

가능한 어업·어획, 삼림벌채, 공정무역, 플라스틱 오염, 소비자

신용 등에 역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소비재 업계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 여부, 고객 로열티

순위 변동에 촉각을 기울이며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변화하는 소비 및 규제 환경 속에서

유통·소비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제로 인해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활동에 대한 고객의 가시성이 더욱 향상되어, 기업의

세부적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고객이 적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유통 기업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평판은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인 만큼,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통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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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와 오 라 클 (Oracle) 은 ‘Cloud Threat Report 2018’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 클라우드 도입 이후 , 적잖은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임직원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며 실시간으로 기업 데이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면서,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사이버 보안이 기업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보안 책임자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보안 전략 수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클라우드 보안 운영을 위해서, 기업의

C-level 최고경영진과 IT, 재무, 인사 부서의 임원들은 클라우드

관련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 전담팀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사용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때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신원

및 접근 관리)’ 솔루션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다중요소 인증)’

등을 활용하여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기업의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업 임직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보안 머신러닝 , 보안 자동화 (Security

Automation) 등이 개발되는 등 보안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보안력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 보안 전략 또한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클라우드 도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Keywords ▶ #사이버보안 #클라우드보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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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CGO(Chief Geopolitical Officer) #지정학적리스크관리

최근 기업 CEO(최고경영자 )의 CGO(Chief Geopolitical

Officer)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CEO가 ‘최고

지정학적 책임자’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는 UN(국제연합)이나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의

협상에 따라 각 국의 정치 지도자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경영인들은

정상 회의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잖은 정치 지도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 단기간 안에 형성되는 대중의 여론 등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룰(New Rule)’ 또는

‘룰이 없어진 상황(No Rule)’에 직면한 것입니다.

각 국의 정치적 안정성 여부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투자자 등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마주한 상황이므로 , 기업의 CEO는 CGO로서의 역할에도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 CEO는 국제 정세를 모니터링하며 ,

지정학적 판도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 또한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업은 먼저 CGO(Chief Geopolitical

Officer)를 임명해야 합니다. CEO가 CGO로 겸임하거나, 또는

최고경영진의 리더 중에서 CGO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무적 관점과

비즈니스 모델, 오퍼레이션 모델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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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 India soars higher

Keywords ▶ #인도 #지속가능성장 #투자분석 #정책변화

오늘날 인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매력적인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을 위해 KPMG India는 급속히 변화하는 인도의 사업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정 통합을 달성하려는 인도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4%에

달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도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오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증가세로 인해 외환시장의 안정성 역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거시경제의 구조 개혁, 내수시장 성장

등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일부 개혁

정책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경영 현장에서의 자구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안건이 이미 완료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인도 경제에 변혁의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주요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 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와

노동 개혁과 관련된 정책 변화,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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