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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글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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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Succeeding as CFO in a digit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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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Keywords ▶ #CFO #디지털

디지털시대의도래에따라최근 CFO는재무영역을넘어서기업의

복잡한 전략 및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역량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KPMG는 전 세계 100개 주요 기술기업 및

통신기업에서 과거 근무했던 CFO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CFO
175명의 경력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현재 CFO가갖고있는주요특성을분석했습니다.

먼저 현재 CFO 중 전략 부문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비중은 40%로
이전 세대(24%)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즈니스 운영 부문에

대한 경험도 20%에서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부영입된 CFO의비율도 58%에서 79%로증가했으며,여성 CFO의
비중도 16%로 이전 세대(9%)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FO의 특성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비즈니스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CFO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결과는 CFO가 내부 비즈니스에대한

이해를갖추어야함을의미합니다.이와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

KPMG는 CFO의성공을위해아래의 7가지질문을제시합니다.

①향후 36개월동한손익계산서에가장큰영향을미칠주요기술및

시장동향을우선적으로파악했습니까?

② CEO, COO 또는 최고 전략 책임자가 주도하는 전략 수립계획에

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까?

③전략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적요구사항과 기대치를

명확하게제공했습니까?

④전략 , 재무 및 운영계획의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분기별

검토주기와밀접한관련이있습니까?

⑤현재의 비즈니스 운영과 미래의 비즈니스 전환에 필요한 총

투자액을적절하게관리하고있습니까?

⑥혁신 이니셔티브 포트폴리오가 지난 분기 이후 어떤 성과를

거두고있는지알고있습니까?

⑦혁신이니셔티브투자에대한투자수익(ROI)을제공할수있습니까?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tr/pdf/2019/05/succeeding-as-cfo-in-a-digital-world.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tr/pdf/2019/05/succeeding-as-cfo-in-a-digital-worl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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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The seven ways of the agile CISO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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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디지털 혁신 속에서 비즈니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발상한다면 고객의 신뢰와
브랜드 명성이 한 순간에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보고서는 조직 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뜻하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고민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① 보안 담당자는 보안 시스템이 도입으로 인해 느끼게 될 직원들의
번거로움과 보안 문제 발생시 생기게 될 조직의 위험을 모두
이해하고, 그중심에서유연하게대처해야합니다.

② 대화형 협업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과 보안팀 모두에게
효과적인목표지향적 솔루션을제공해야합니다.

③ 조직 내에서 보안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듯, 보안팀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조직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보안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SDLC(Software
Delivery Life Cycle)내에 자동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
프로그램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⑤ 보안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높여야 합니다. 조직 내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보안 제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운영되는지지속적으로파악해야합니다.

⑥ 보안 시스템 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 및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⑦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향후 클라우드 호스트(cloud host), 가상
머신(virtual machine)과 같은 기술들이 상용화 된다면 보안과
관련한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 입니다.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the-seven-ways-of-the-agile-ciso.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9/07/the-seven-ways-of-the-agile-cis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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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와 글로벌 아웃소싱 분석 및 컨설팅 기업인
HfS리서치가 공동으로 13개국 , 590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능형
자동화(IA, Intelligent Automation) 트렌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했으며,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적지 않은 기업은 인공지능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활용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17%만이
해당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재무나 회계,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에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의 또 다른 주요 영역인 고객
서비스나 판매, 마케팅 등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기업들은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답자의 52%는 지금까지 1,000만 달러
이상을 지능형 자동화에 투자했다고 응답했으며, 30%는 무려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셋째, 많은 기업은 지능형 자동화 기술 도입을 융합형이 아닌
단독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60%는 자동화와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등 다양한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오직 11%만이 이 기술들을
융합해 활용하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기업들은 지능형 자동화의 전략적 목표로 수익 및 데이터
활용 증대를 꼽았습니다. 30%의 응답자는 고객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선을 운영상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고객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능형 자동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 내 지능형
자동화 적용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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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Scale now: Embedding Intel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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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scale-now-embed-intelligent-automation-enterprise.pdf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scale-now-embed-intelligent-automation-enterpri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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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디지털에 의해 은행 인력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지털 어드바이저와 같은 기술이

재무상담사나 상품 전문가들을 대체하고, 챗봇이 고객 응대를
담당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센터 또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나
봇(bot)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경쟁이 촉발되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금융산업에 새로운 시도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도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망과는 달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디지털
어드바이저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챗봇이 서비스센터를 완전히
대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은행들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연계된 자동화가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 있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은행들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는 봇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예측분석
기반의 자동화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영역에
초점을맞출필요가있습니다.

① 데이터 관리 - 외부 데이터와의 통합 방법 수립, 데이터 관련
내부이슈,데이터관리및보안관련이슈에대한해결

② 고객 경험 - 훌륭한 고객 경험 창출을 위해 고객 접점(front
end)의자동화방안수립필요

③ 직원 수용성 - 자동화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공감대형성을통하여자동화도입에따른직원저항최소화

④ 생태계 조성 -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및데이터생태계발전방안수립필요

은행들은예측분석과연계된자동화를위해계속노력할것이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측 분석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새로운고객경험과기술투자를이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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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utomating the prediction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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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지급결제 #보안강화

은행은오랫동안지급결제생태계를사실상독점해왔으나지난몇

년 동안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했고

페이팔(PayPal), 애플페이(Apple Pay)와같은기업들은거대한결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전세계의 주요 은행들은

높아지는고객의요구에대응하고서비스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이러한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비즈니스혁신을모색하고있습니다.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은 은행의 혁신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휴 기업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통제 수단을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은 보안을 위한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안 강화가 고객 편의성 제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협력관계에 있는 은행과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들은높은보안을유지함과동시에고객편의성을향상시키고

고객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제 은행 정보통신망 국제 세미나(Sibos, SWIFT
International Banking Operations Seminars)에서는 은행및지급결제

서비스 기업의 책임자들이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world)와
같은 환경에 적합한 고객 보안 프로그램, 고객확인(Know-Your-
Customer) 데이터표준화등과같은보안개선을위한아이디어와

전략을공유하고있습니다.

은행 및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보안개선을위한협력을강화해야합니다. 또한보안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에 적용하여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더욱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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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ecuring payment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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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홍콩유통산업 #인력수급

유통산업은 홍콩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홍콩 방문객 수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함에

따라 홍콩 소매 시장에서의 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콩의 유통·소비재 기업은 새로운 인재

유치 및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KPMG China는 홍콩소매관리협회(HKRMA, Hong Kong Retail

Management Association)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홍콩 유통 업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콩의 유통 업계는 높은 임대료 , 부족한 인력 및 잦은

이직(turnover),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KPMG China는 홍콩 유통 업계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향후 2년간 1)직원 훈련·교육 강화, 2)보상 체계 재구축,

3)인력을 대체할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의 전략을 고려할 것을

제언합니다.

아울러 KPMG는 홍콩 유통 업계가 당면한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통 기업은 직원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직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통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최적의 인력 형태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인력 외에도 아웃소싱·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다양한

인력 활용 방법 중 최적의 방법으로 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셋째 ,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고객과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통] Minding the Retail Gap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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