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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future, act now: Predictive analytics
turns insight into competitive advantage for
consumer brands

기술이발달함에따라소비재기업들은자사고객과더욱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통채널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기가 생겨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KPMG는 기업들에게

‘예측분석(predictiveanalytics)’을제안하였습니다.

KPMG US가 미국에 소재한 주요 기업의 C-level 400여명을

대상으로실시한 ‘CEO Outlook 2016 Survey‘ 조사결과에따르면,

조직운영에서데이터및분석활용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중 31%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방법의

수준 및역량이다른기업대비높다고 자신한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복잡한 분석기법이 생겨나고

도입될수록기업간격차가더욱벌어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본 보고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예측분석을

필수요소로서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예측분석은 단순히 재고관리, 공급망 관리, 배송 관리에

주로 이용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돼야 합니다. KPMG는 예측분석으로 소비자의

‘경험‘을사전설계해야하며,이를통해특정고객이필요로하는

제품·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요소중하나는 ‘타이밍’이며, 적시의타이밍을찾기위한

효율적인방안이예측분석임을다시한번강조하였습니다.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co/pdf/Staying%20fresh%20in%20the%20restaurant%20industry%201.pdf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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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ecutive Summary

Supply chain fraud: A holistic approach to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공급망 부정행위(supply chain fraud)의

리 스 크 는 점 차 증 가 하 고 있 습 니 다 . 국 제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인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공급망 부정행위의 83.5%가

자산의부정유용인것으로나타났으며,리베이트의공모,뇌물과

부패,부정입찰이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부정행위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첫째,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하청업체의 증가로 공급자들의 네트워크가

과거에 비해 복합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로컬 시장의 불법적인 관행 및 부패에

노출되었으며, 언어적인 제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탐지가 어려워졌기때문입니다. 셋째, IT 시스템이복잡해지면서

기술적인 취약성이 증가했으며, 내부적인 통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제공자 및 벤더(vender)에 대한

실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적발 프로그램,

지속적인감사(audit),데이터분석을통한이상행위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적발가능성을높여야합니다.그리고부정행위발견시

빠르게대처할수있도록사후적인프로토콜을정립해야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e/pdf/Markets/supp
ly-chain-frau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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