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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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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디지털혁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규제 #GDPR

올해로 여섯 번째 발간을 맞은 KPMG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ruptive technologies’ 보고서는 신기술 트렌드와 신기술에

따른 기회 및 문제점 등을 다방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1세기의 파괴적 혁신 기술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는 전세계 15개국 767명의 글로벌 테크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 3년간

비즈니스 변화를 주도할 기술로는 사물인터넷이 17%로

응답되었으며 , 인공지능 (13%)과 로보틱스 (1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사 비즈니스를 파괴시킬 위협적인 기업으로는

알리바바가 12% 로 1 위로 꼽혔으며 페이스북 (11%),

에어비앤비(10%), 아마존(9%), 구글(9%)이 뒤를 이었습니다 .

향후 3년간 파괴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비즈니스

모델로는 e-커머스 플랫폼이 26%로 가장 높게 선정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19%), 자율주행 플랫폼(14%), 엔터테인먼트

플랫폼(11%)이 뒤를 이었습니다.

24%의 응답자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를 꼽았으며

이는 지난해 설문결과에 비해 5%p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개 인 정 보 와 관 련 해 법 적 구 속 적 이 강 화 된 EU 의

개 인 정 보 보 호 규 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전문인력 확보(22%), 기술의 표준

부재 (21%), 레거시 IT인프라 (21%)도 포함되었습니다 . 향후

신기술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이슈로는 알고리즘 투명성 및

신뢰성 문제, 디지털 중독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신기술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윤리적 이슈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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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파괴적 혁신을

경험해왔습니다. 플랫폼 기반 기업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의

쇼핑 방식부터 기업에 대한 니즈 및 기대수준 등 유통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같이 급속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통 기업들은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보유하는 동시에

보다 균형 잡힌 리스크 관리 체제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통산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는

14가지 주요 리스크를 제시하고, 각각의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운영, 재무, 기술, 데이터, 인재, 문화 등 8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KPMG는 앞서 제시한 8가지

관점을 가드레일(Guardrail) 삼아 유통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제언합니다.

우선 기업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통합적 관리가 아닌

개별 리스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다뤄야 합니다. 또한 자사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지정학적 변화는 리스크 고유의

페이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솔루션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데이터 역시 자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현장의 인재를 관리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정책 역시 유통 기업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운전자본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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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Stay within the guard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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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와 세계반도체협회(Global Semiconductor Alliance, GSA)는

분기별로 반도체 기업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일관공정 기업(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IDM)과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 등

반도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2018년 1분기 전세계 반도체 매출은 1,110억 달러로 ,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간 12%

성장했는데, 2018년 3월 한 달 동안 미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월별 매출은 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데이터 센터, 자동차 분야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기인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하반기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지에 대한 우려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반도체 부문의 M&A는 2018년 1분기 동안 11건이 완료 또는

공시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사 Microchip Technology의

미국 반도체 설비기업 Microsemi 인수 등 자사 제품을

다각화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M&A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1)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

(2)거래세(Transition Tax)가 R&D와 M&A, 주주에게 미칠 영향,

(3)사이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대응, (4)금리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 불확실성이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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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GSA Financial Tracker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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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 고 서 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대체금리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반응에

따른 시나리오, 기업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영국 은행에 대해 2021년 이후

LIBOR 대체금리로 무위험 기준금리 (Risk Free Rates

Benchmarks, RFRs) 도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실거래에 기초한 RFRs는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Interbank

Offered Rates, IBORs)에 비해 다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제출 과정의

조작과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고 산출방식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경제 및 시장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 이행 시기 및 관할권의 차이 등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IBORs에서 새로운 RFRs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지표금리에 의존적인 시장 관행, 간접적인 조작

가능성,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업은 IBORs와 연계된 금융상품의 익스포져 및 거래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법률 및 운영리스크 등에 대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융상품과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확인

해야 하며, 시장의 평가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RFRs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초기

대응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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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volving L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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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Site Selection for Life Sciences 

Companies in Europe, 2018 edition

Keywords ▶ #유럽 #생명과학 #의약품 #제약

유럽은 총 인구가 5 억 명이 넘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1,450

억 달러에 이르는 매우 매력적인 제약 시장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보건

지출은 향후 몇 년 동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제약 시장에서 공통 표준 및 규정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혁신적인

치료법을지지하고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방안

및 의약품의 상용화 접근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적합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규제 및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가격 책정 및 보상 체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아웃 라이센싱 (Out-Licensing, 기술수출 ) 모델은 비 유럽권

생명과학 기업 또는 중소형 제약회사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을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있는 국가에서의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거래 협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은적절한법률적조언을구해야합니다.

유럽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직접 진입의 경우 유럽에서 경력이 있는 고위 경영진을 고용하고

올바른 아웃 소싱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기업이 직접(또는 아웃 소싱 파트너)

각 국가의 가격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약

기업이 직접 시장 진입을 통해 자체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하면

마케팅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MA)를받아유럽각국에자체

자회사네트워크를구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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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8년 1분기 유럽의 에너지 산업 내 동향(가격,

규제, 자본 시장, 글로벌 M&A)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가격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18 1분기에 상승했지만

스페인의 경우 수력, 풍력 등 타재생에너지원 비율이 증가하며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 석유가격은 WTI와 브렌트유 모두

평균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3월말 각각 $64.80/b,

$70.20/b를 기록했습니다. 가스가격은 Henry Hub(HH)와 EU

국경 가격 모두 1월에 $3.80/MBtu, $7.50/Mbtu까지 급상승

했다가 3월 말엔 소폭 하락했으나 평균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한편 , 석탄은 호주와 남아프리카 가격은 1월의 호재로

상승했지만 그이후 상당히 하락하여 호주 석탄가격의 경우

’17년 4분기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탄소가격은

’18년 3월 말 기준 €13.20/T 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17년 4분기

가격 대비 31% 증가한 수치 입니다.

규제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면 EC는 벨기에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개의 전력 설비체계를 승인했습니다 . 한편 , 자본 시장을

살펴보면 Eurostoxx의 에너지 공급설비 부문 지수는 지난 1월에

크게 하락한 이후 1분기 말까지 상승추세를 유지했습니다.

해당분기의 M&A 시장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위

10건의 딜 거래규모가 800억 유로를 초과했으며, 세부산업도

석유 , 가스 , 인프라 ,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 한편 ,

인수대상이 미국기업인 경우가 상위 10건의 딜 중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가장 큰 규모의 딜은 ‘18년 3월

미국의 전력기업 Sempra Energy가 160억 유로에 미국의 전력

장비기업 Energy Future Holdings Corporation을 인수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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