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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산업별로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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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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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landscape of disruptive technologies

– Global technology innovation hubs

기술 산업 및 세계 경제 전반에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KPMG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의 리더

841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태계에 관한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 “미국 실리콘밸리(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 앞으로 4년 후 글로벌 기술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3개 도시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상하이가 ‘제

2의 실리콘밸리’를 넘보며 차세대 기술혁신을 주도할 ‘테크

허브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기술 혁신의 명백한 선도국가이지만, 미국의 도시가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로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그 외 국가 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많은 도시들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향후 글로벌 기술 혁신

생태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KPMG International은 테크놀로지 산업의 리더들이

과거보다 지리적으로 더욱 다양한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 기술 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선도적인 도시 및 국가를 조망하고

대표적인 15개 국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KPMG

Korea의 양승열 부대표는 이미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개발이 향후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disruptivetech2017pa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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