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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통업계는 소비 지출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최근 5년간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비즈니스 환경이 현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 업계 내 생존을 건 경쟁이

점차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영국 유통업계는

앞으로 보다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PMG UK는 영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Ipsos와 협업하여

유통산업 관련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영국 유통업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 유통산업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PMG UK 유통부문 Head를 맡고 있는 Paul

Martin은 영국의 유통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을 당면한 이슈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최근 영국 유통업계는 이어지는 실질임금의 하방 압력과 함께

물가 상승으로 소비 지출 감소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유통 업체는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2018년 5월 시행됨에 따라 규제 준수 대응이라는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어길

경우, 유통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매 거래의 약 20%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만큼 온라인

침투가 상당히 진정된 상황에서 옴니채널로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비즈니스 환경에 있습니다 . 이에 본 보고서는

옴니채널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2018년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PMG UK는 영국 유통업계가 소비자를 상대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마주할 때 스마트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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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의 M&A 시장은 2017년에도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래가 증가했으며, 자국 내 거래가 전체 거래의

73%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2017년의 규제 압력, 지정학적 변화, 경제적 이벤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 2018년에도 M&A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단기적인 시점에서 2018년에도

은행 M&A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자국 내 M&A 비중이 높아 2017년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M&A 시장은 주로 리스, 상업 금융,

증권 중개업으로 이루어져있어 대형 은행들의 활동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ASPAC 지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은행 간 M&A 거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에는 지역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틴아메리카(LATAM), 중부 및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2018년의 거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역 선거 결과에

대비해 활동을 중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 시장은 비전통적 경쟁자의 신규 진입, 부문 간 수평

통합, 핀테크 기업의 혁신 등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성장 전략을 재고하여, 신흥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고 전략적이며 기술 주도적 기관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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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M&A] Global Banking M&A tren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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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함께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뒤쳐진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고 시장에서 퇴출되곤

합니다. 본 보고서는 TMT 산업 내 기업이 당면한 주요 이슈를

제시하며, 시장 내 추월자(Outpacer)가 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제언합니다.

첫째 , 기업은 담대하면서도 성취 가능한 전략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내 임직원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전략과 연계하여 팀원 개개인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경영진 레벨에서의 전략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의 방향성이 직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의 혁신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전략적 혁신 로드맵을 그리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내적(Organic) 성장뿐만 아니라 M&A와 같은 외적(Inorganic)

성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전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섯째, 기업은 도입 가능한 신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을

활용해 민첩성(Ag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기업의 재무∙회계 부서에서는 파괴적 혁신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어젠다를 설정해야 합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외에도, 신기술을 통해 기업의 업무를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고객경험(CX, Customer Experience)을 중심으로

기업의 제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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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Thought%20Leadership/TMT/2018/Outpacer%20Campaign%202018.pdf?source=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9b899d5e-5d6d-47bf-ae35-2de52d372ea0%3D%7B%22k%22%3A%22%22%7D#0d69d121-34aa-4051-951d-4961aea16b95%3D%7B%22k%22%3A%22%22%7D#66232975-edde-4c23-b3a8-0aab98f08905%3D%7B%22k%22%3A%22%22%7D#d8b79fcc-6ab4-43c8-999c-b2110789b5ac%3D%7B%22k%22%3A%22%22%7D#55e94515-8c14-4ee6-85cf-bb6dd36c86d3%3D%7B%22k%22%3A%22%22%7D#057abb0c-5306-43aa-8c01-6d1f6d1aedbd%3D%7B%22k%22%3A%22%22%7D#5fdb8bbc-1ef3-4ddd-9d8a-e7a3624d61d9%3D%7B%22k%22%3A%22%22%7D#Default%3D%7B%22k%22%3A%22%22%7D#d420adc3-bc97-406a-a78e-36cbbe2a3fc1%3D%7B%22k%22%3A%22%22%7D#697f56f1-ee84-4eea-aeb3-d671891dbcf8%3D%7B%22k%22%3A%22%22%2C%22s%22%3A2%7D#6d385472-8497-4a06-851b-7180a76f928b%3D%7B%22k%22%3A%22%22%7D#dc80f880-abed-4587-a199-d4218811a574%3D%7B%22k%22%3A%22%22%7D#7912d284-6854-4499-ac22-96742c07c24c%3D%7B%22k%22%3A%22%22%7D#6cb551a7-d2b7-4092-b40f-f8f5816c5333%3D%7B%22k%22%3A%22%2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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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Future of Finance in Healthcare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와 운영비용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급 감소 등을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CEO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무적 솔루션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재무

부서는 파괴적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시장을 선도하는 CFO들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성장하는데 파괴적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CFO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①혁신 및 투자: CFO들은 의료관련 자본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의료 정보 기술부터 의료기기까지 모든 물품에 대한 지표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이후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 및

거버넌스에 부합하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혁신 투자

관련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함, ②완전 자동화: 재무 분야에서

블록체인이나 기타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운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자본 분배도 최적화 할 수 있음,

③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기존의 재무 부서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사후 진단 및 설명하는 조직에서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처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해갈 것임.

또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면 혁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투자

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④조직 및 유능한 인재 활용: 중앙 집중적인 재무

기능에서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게 함. 특히 디지털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여 자사의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⑤서비스 제공: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

http://www.kpmg-institutes.com/content/dam/kpmg/healthcarelifesciencesinstitute/pdf/2018/future-of-finance-in-healthcare.pdf
http://www.kpmg-institutes.com/content/dam/kpmg/healthcarelifesciencesinstitute/pdf/2018/future-of-finance-in-healthca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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