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March 2020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Contents
1. [은행] Banking on consumer platforms

2. [지속가능투자] Sustainable investing

3. [에너지] Successful Value Capture in Upstream Oil & 
Gas deals

4. [인프라] Emerging Trends in Infrastructure

5. [테크놀로지] After the rainfall of IoT regulations

6. [식품] Fighting food waste

7. [포장산업] Releasing untapp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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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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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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빅테크 #은행 #플랫폼기업 #파트너십

은행들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 또한 규제 장벽이 높고

복잡한 금융업에 진입하며, 은행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경영진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플랫폼 기업들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인 동시에 향후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수의 은행과 플랫폼 기업들은 협력

관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경영진이 플랫폼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이전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명확한 목표의 설정: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수립과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2. 조직의 민첩성 (Agility) 증대 :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은

민첩성이 생명입니다. 은행의 경영진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적합한 기술과 역량의 개발: 역량을 가진 인재 관리와 기술

개발은 다가올 혁신과 가치 창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과감한 리더십의 필요성 : 혁신적인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은행과 플랫폼 기업의 협업은 불가피하며, 시장 선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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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anking on consumer platforms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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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지속가능투자 #ESG #대체투자#헤지펀드#기관투자자

지 난 10 년 간 영 국 , 미 국 등 다 양 한 국 가 에 서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촉진을 위해 500개 이상의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투자는 ESG 리스크 감소,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
충족 , 사회적 문제 완화를 위한 투자 방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투자가 헤지펀드와
기관투자자 등 대체투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13개국 135명의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운용사, 연금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헤지펀드 운용사 중
85%는 기관투자자의 ESG 수요가 지속가능투자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 운용사 중

15%만이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성과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44%는 ESG 추구형
헤지펀드가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fat-tail risk)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집행하는데 있어 헤지펀드 및
기관투자자들은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공시와 신뢰할 수 없는
ESG 등급 등 ESG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낮은 점을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실적주의를 벗어난 안정적 성과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성 관련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 발전, 수탁자 책임 등을
반영한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 등은 적극적 주주활동
등을 강화한 능동적 투자 기준(Active Ownership 2.0) 도입,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산업 내 리더십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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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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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Successful Value Capture in 
Upstream Oil & Gas 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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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석유 #가스 #M&A

KPMG 조사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는

목적은 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새로운 매장량 확보, 지리적

확장에 있으며 , 특히 생산량 증대가 M&A 가치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및 가스 기업 임원 5명중

4명은 이러한 목적에 따른 M&A 거래 자체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M&A 이후 백오피스 통합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M&A 가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획과 실행 단계의 통합 부족이 지목됩니다 . 대부분의

인수기업들은 성공적인 거래완료에 초점이 쏠려 실제 통합

과정에서의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합 과정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짐에 따라, 숙련된 필요 인원을 감축하는 등 오히려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나 리더십의 차이 등으로 합병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는 M&A 거래 중단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중복되는 경우 주요 담당자, 판매 가격, 심지어 회계

방법과 보고 주기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

중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M&A 이후 전환되는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필요한 프로세스와 조직간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스트림(Upstream) 기업들이 M&A로 인한 가치를 최대한 실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운영과 행정, 공급체인, HR, 구매·조달,

판매·마케팅, IT 부문 등 백오피스에서의 통합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 인수한 기업을 빠르게 장악하고, 거래

완료가 끝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oil-and-gas-deal.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oil-and-gas-de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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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인프라 #트렌드

KPMG 글로벌의 인프라 전문가들은 2020년 인프라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10가지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①커지는 대중의 목소리 : 시민들은 개인화와 ‘고객 중심성
(customer-centricity)’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②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안전을 최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위험

환경 속에서 정부는 인프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준비
단계부터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③리스크 인식 및 현실 변화: 인프라 기업은 데이터와 AI 기반

의사결정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분석 및 시나리오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④세계화의 바람은 동쪽에서부터: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⑤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용 :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기업들 또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⑥계획자와 소비자의 의견 조정: 정부는 소비자의 ‘마이크로’

결정과 인프라 계획자 및 의사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크로‘
결정을 조정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⑦신흥 시장에서 민간 자본 수용: 신흥 시장에서 민간 자본은
국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⑧인프라테크의 중심이 신흥시장으로 이동: 중국이나 일본이

다양한 인프라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인프라의 중심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⑨소규모 프로젝트의 부흥: 시민들은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점차 원하고 있습니다.

⑩데이터의 활용: 많은 정부가 인프라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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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Emerging Trends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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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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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과 커넥티드카, 피트니스 트래커 등 IoT(사물인터넷)
단말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IHS
마킷에 따르면 IoT 기기는 2030년 1,250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oT 기기는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지난 수년 간 웹캠 , 스마트 온도계 ,
블루투스 연결 장난감까지 다양한 IoT 기기의 해킹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서는 IoT 기기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IoT 보안 규제에 대한 8가지 핵심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oT 보안의 평가, 관리, 실행을 담당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조직 내에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IoT 기기 제조와 판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Io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제작, 부품 수급 등
공급 체인에서의 보안 위험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설계에서
도입까지 전체 개발 과정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개발
및 기술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IoT 상품의 설정과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증된 사람과 기기만이 IoT 단말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며, 일곱째, IoT 기기와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데이터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덟째, IoT 상품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보안 위험성을
모니터링하고,보안 업데이트를제공해야합니다.

IoT 보안에서는 국가별 필수 준수사항만을 지키는 단기적
대응보다, 기업의 전반적 운영 과정과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객의 보안까지 책임지는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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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After the rainfall of Io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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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2020/after-the-rainfall-iot.pdf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2020/after-the-rainfall-io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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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Fighting food waste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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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조

7,500억 호주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음식물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PMG는

음식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을 설명하며, 순환경제를

실천하고있는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있습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 다른 과정을 위한 양분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부상하고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자원순환 체계가 필요한 가운데 KPMG는

거시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순환경제 모델 ’을

제시했습니다 . 순환경제 기반의 음식물 폐기물 감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순환경제가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도볼 수 있습니다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칙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학적 물질은 재생 가능합니다. 반면 기술적인 물질은

재활용될수 없기도 하며, 또한 재활용되지않아야 합니다.

2) 제품을 재사용 할 때, 제품을 통째로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의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원재료를 재활용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품 수리(Repair)–재사용(Reuse) –
재정비(Refurbish)’의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4)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합니다.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au/pdf/2019/fighting-food-waste-using-the-circular-economy-report.pdf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au/pdf/2019/fighting-food-waste-using-the-circular-economy-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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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산업] Releasing untapped potential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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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라벨링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산업이

변화하는 배경으로는 신기술 도입, 고객 선호도 변화, 관련 기업의

M&A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KPMG US는 포장∙라벨링 분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산업 동향을 염두에 두며, M&A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있다고 설명합니다.

1) 사업 통폐합 : 포장 ∙라벨링 분야는 초세분화 (Hyper-

fragmentation)되고 있습니다 . 포장∙라벨링 시장은 여러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관련

중소기업인수를 추진하는 동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2) 빠르게 변하는 제품 포장: 제품의 포장∙라벨링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 변화에 따라 발빠른 차별화를 꾀하며, 동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3) SKU(Stock Keeping Unit)의 증가: 고객의 초세분화에 따라

SKU의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 신제품 라인이

확대되고 , 다양한 단위의 포장 규격이 생기면서 , SKU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라벨링 업체 역시 효율적인

공정 혁신을 추구해야합니다.

4)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혁신: 디지털 프린팅(Digital Printing)

기술이 더욱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그래픽을 포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장 산업의 디자인을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PMG US는 포장∙라벨링 분야의 M&A 현황을 언급하며, M&A

이후의 성공적 기업 성과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을 KPMG의

Integrated Value Delivery(IVD) 및 Strategic Profitability Insight

(SPI)의 분석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M&A 이후

지속적으로성장 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2019/releasing-untapped-potential.pdf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2019/releasing-untapped-potenti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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