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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n emerging trends in 2017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만연한 지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제와

사회적 기대가 변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 년 KPMG는 ’비정상적인 것이 새로운 정상이 됨(no

normal will become the new normal)’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머징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PMG는 2017년도

여전히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되면서,

뉴노멀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여전히 자금조달 방법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각국의 정부는 자금 조달 및

자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과 예산 운영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 공공 부문 의사 결정에 있어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정부와 투자자가 인프라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 인프라 산업에서 부상하게 될

핵심적인 10가지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산업에서의 의사 결정자와 투자자들이 인프라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foresi
ght-emerging-trends-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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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imagine public transport bottlenecks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시 공공

교통망의 정체 및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모바일 연결성이 증가되고 데이터 공유의

범위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WiFi 접속 데이터,

CCTV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이동객에게 우회 경로를

제공하거나, 최선의 이동 수단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객이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 목적지까지의 경로, 현재 교통 상황, 이동

수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발권을 통해 이동객의 이동 정보 수집하고,

패턴을파악하여,선제적인대응방안을수립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권시 입력하는 목적지와 경유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병목지역의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우회경로를

만들어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이동 경로상에 여러 비즈니스를

융합시켜 고객 이동간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병목

현상을 완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객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우회경로 상에 위치한 식당,

상점과 파트너십을 맺어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동객들은 이동간의 재미를 느끼고, 식당과

상점들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확보하고,

나아가병목현상까지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고려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1/reim
agine-public-transport-bottlenec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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