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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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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calypes: Now?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ans for Retail 

4차산업혁명도래로인한로봇,인공지능과같은신기술은제품
공급에서부터 판매,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단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인해유통산업가치사슬의각부문에어떠한변화가나타날지에

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우선 ‘전략수립‘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의사결정을하게될것입니다. ‘고객유인‘단계에서는빅데이터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될것입니다. ‘구매’과정에서는고객이제품을선택하는

순간이후부터 디자인, 생산, 주문각프로세스에걸쳐자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

과정에서는 재고 및 창고 관리, 재고 실사, 배송 등의 자동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단계에서는

신기술이공간효율화,동적가격설정및프로모션,고객서비스,

드론 배송, 반품 과정등에 대해다양하게접목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경험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KPMG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오늘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로 인해
미래에 무엇이 가능할 지 파악해야 하며, 경쟁업체 및 업계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신기술을 자사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어떤 단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파악한 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의 가치를 조직에 알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관리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길필요가있습니다.

http://www.kpmgboxwood.co.uk/uploads/pdf/news/KPMG_Boxwood_TL_Robocalypse_paper_2017_Final_DS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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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ing on green governance in retail 

supply chain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이익 , 환경 지속성 ,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오늘날 경영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유통·소비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분야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글로벌 주요 유통·소비재 기업은 자사 공급망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화되는 경쟁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KPMG India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통·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인도의 다양한

규제 및 권고표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 내

글로벌 유통기업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시, 당면하게 될 도전과제를 나열하였으며 이 같은

당면과제에 맞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in/pdf/2017/02/Capit
alising-on-green-govern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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