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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ACTION Chemicals Magazine 21st edition

KPMG International은 Reaction Magazine에서 화학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흥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

극복능력을 보여준 신흥국들이 기존의 값싼 노동력을 통한

공산품 생산자의 지위를 넘어 혁신과 고급 기술의

허브(Hub)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여 화학비료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에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인 화학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 외부 요인으로서의 기후변화가

화학기업의 공급망과 경영 전략에 미치는 잠재 영향력을

분석 했습니다. 공급망의 리질리언스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역량으로써, 이를

위해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진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KPMG

Australia는 5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1) 자신들의

공급망 특성을 인지하고, 2) 기후 관련 위험을 알아내고, 3)

취약점과 위험을 평가하고, 4) 위기 극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도입하고 , 5)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급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리질리언스 역량을 키워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화학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6/11/REAC
TION-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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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lockspeed-capable procurement

본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 내 성공이 공급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5 가지 전략을

구매(procurement) 부서에 제시합니다.

[1단계] 생태계 인지: 공급체인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들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

OEM은 새로운 공급자에 대해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2단계] 생애주기적 시각으로 공급자 개발: OEM들의 주요

역할은 신규 시장진입자가 산업 내 안정적인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급자

개발은 초기부터 Lifecycle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단계] 공급자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습득: 비용절감과

성과개선의 핵심은 OEM들과 공급자가 비용 및

오퍼레이팅 모델을 같이 개발하여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4단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구매 부서는 혁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수의 성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과 리스크 관리 옵션에 대한 메뉴 개발 :

새로운 형태의 공급자와 관계를 구축할 때, 사기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계약서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야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r/pdf/2016/12/kpm

g-clockspeed-capable-procur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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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Mining Reporting Survey 2016

본 보고서는 25개의 글로벌 광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Estimates & Judgment: 해당 분야의 흥미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스트리밍 (streaming)과 같은 대체 파이낸싱의

형태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Non-GAAP Measures: 조사대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공개한 비GAAP 평가항목은 현금원가, 총 유지원가, 조정된

순이익, EBITDA, 순부채 등의 순서입니다.

Risks: 조사대상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리스크는 광물 가격 , 자원 접근성과 교체 가능성 ,

공동체와의 관계 등이며, 반면 IT∙사이버보안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aluation: 비재무적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는 IAS 36

Impairment Asset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광산기업들이

고려하는 대표적인 손상요인으로는 현금 유용성 부족,

장기적인 가격의 하락, 생산비용의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Other Reporting Trends: 강화된 감사 보고 (enhanced

auditor reporting)에는 손상/자산 가치평가, 과세 등의

이슈가 포함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ca/pdf/2016/11/ca-

mining-reporting-survey-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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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Your Connected car is talking: Who’s listening?

IT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와

편의를 적시에 누릴 수 있는 ‘연결’의 플랫폼을 자동차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자동차 제조사와 IT, 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데이터

수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춘 커넥티드 카는 실시간

차량 통계와 진단에 관한 수십억 비트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행동 및

차량의 성능 변화와 같은 고객기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차량안전을향상시키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복잡한 컴퓨터로 변해가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커넥티드 카의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가

고객경험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가 해킹 또는

분실되거나 잘못 취급되면 운전자의 삶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운전자를 물리적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과

부정적 평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고객의 데이터가 항상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흐름으로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파악해야만합니다.
이러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각 소비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r/pdf/2016/11/your-
connected-car-is-talk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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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 see. I think. I drive. (I learn)

“자율성, 기동성, 연결성”의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된 새로운

모빌리티(mobility) 제품과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닌 기회의 영역입니다. 딥

러닝 (Deep learning)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 빠른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고, 운송 및 자동차

제조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 러닝은 자율주행차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ility)의 관리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추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자동차 그 이상(Above the Car)’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소유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으로서 사용자 필요에 의한 우버(Uber)와
같은 차량공유 및 주행 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Driver)라는 기존의 역할에서

탑승자(Rider)라는 새로운 역할로 전환되어 이동 시간을

운전만을위한시간이아닌여가시간으로서활용할수있게

될 것입니다. 즉,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단순 운송수단이

아닌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의허브로서의효용가치를

더욱중요시하게되는계기가될것입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e/pdf/komm/2016/s
e-isee-ithink-idrive-ilear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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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based pricing in pharmaceuticals

제약 산업의 가치 기반 가격(Value-Based Pricing, 이하

VBP)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제도의

개념은 과거보다는 익숙해졌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가치(value)에 포함되는지 그 정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VBP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을

살펴보고, 실행과정에서의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회사와 산업 내

플레이어들은 VBP에서 가치의 개념을 아래의 3가지

전략에 따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라(Keep it simple): VBP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에 대한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 료 의 적 합 성 에 초 점 을 맞 춰 라 (Focus on

appropriateness of care): 환자에 대하여 적합한 시간에,

알맞은 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후에 대한 개선확률을

증가시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거래비용을 유지하라 (Keep

transaction costs at reasonable levels): 제약 기업과

산업 내 플레이어들은 향후 VBP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탄탄한 원가관리가 치료비용의

지불용이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6/10/value

-based-pricing-in-pharmaceutica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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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mart Factory – Risk Management 

Perspectives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과 불량률을 낮추며, 나아가 공장

스스로 생각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시장상황에맞춰생산설비를유연하게운영할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제조 과정으로 인하여 도입

기업에게는 리스크 관리 이슈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기계의 관리가 이루어지기에

사고나 불량 제품 생산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연결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과

확보의 이슈가 발생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보험업자는 기존의 보장 범위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손해 발생 여부가 더 이상

미래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표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며, 손해 발생 양식의 변화가 클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익숙했던 위험으로 미래의 위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보험업자에게는 고객이 만족

하면서도 과도한 위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요구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www.munichre.com/site/corporate/get/documents_E352744
188/mr/assetpool.shared/Documents/0_Corporate%20Website/1_T
he%20Group/Focus/Emerging%20Risks/CROF-ERI-2015-The-
Smart-Fact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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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2016 Top 

Ri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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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k/pdf/2016/11/SMMT-digitalisation-automotive-industry-report.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k/pdf/2016/11/SMMT-digitalisation-automotive-industry-report.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hu/pdf/hu-electricity-storage-insight-2016.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hu/pdf/hu-electricity-storage-insight-2016.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Vs_Public_Policy_Imperatives.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Vs_Public_Policy_Imperatives.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Pharmaceutical-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Pharmaceutical-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Industrial-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Industrial-Risks-2016.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pdf/2014/04/where-next-for-machine-to-machine.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pdf/2014/04/where-next-for-machine-to-machine.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Mining-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Mining-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Automative-Risks-2016.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Automative-Risks-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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