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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ransport tracker: Market trends and view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주요국들의 예기치 못한 정치적 이슈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증대시켰습니다.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에따르면 2016년 10 월 세계

무역량은 1.1% 하락해 전월 대비 0.5%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가 금융 위기 이후

무역과 생산의 성장이 가장 둔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경고합니다.

2017년의 교역증가율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3.6%
전망보다 1.8%에서 3.1% 정도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전망은개발도상국의 GDP 및무역의성장둔화로인해

상품거래량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에기인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무역시장의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화 시대에 데이터 및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물리적 상품의

교역보다더높은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활용은 무역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주자에게 민첩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제공하며 풍부한

기회와시장을열어주지만, 동시에기존업계선두업체들의

비즈니스모델을위협할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는 무역시장 환경

속에서 해운, 항공 , 물류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대해기술하고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5/trans
port-track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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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upply Chain Fraud: A holistic approach to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공급망 부정행위 (supply chain

fraud)의 리스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인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공급망

부정행위의 83.5%가 자산의 부정유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베이트의 공모, 뇌물과 부패, 부정입찰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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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IT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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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감사(audit),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행위 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발견 시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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