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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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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해당 발간물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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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rust Issues?: Holistic technology governance 

can pave the path for autonomous cars

운전자들은 차량에 있는 시간 동안 운전 이외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발전 이외에도 하드웨어 및

기기간의 데이터 통신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신뢰성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통신두절, 해킹, 불완전한 법적 규제 등 아직까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 주 행 자 동 차 의 기 술 거 버 넌 스 (Techonology

governance)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기기들의 완전한 상호 운영이 가능해지고 , 운행의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자율주행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장진영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엄이슬

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URL of a PDF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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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st-driving vehicle cybersecurity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의 시대에서도

물리적 안전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전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차량 제조 엔지니어들은 수많은 센서와 데이터 분석

장치들이 부착된 차량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가

기능들로 인하여 차량 및 운행의 안정성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호 연결성이 커진

자동차 산업 내의 참여기업들이 주체적으로 규제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최선의 자구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플랫폼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 회사가 개인 식별 정보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외부 규정 때문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서 차량 제조업체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 KMPG는 경영 전략 , 신기술 개발 , 데이터

거버넌스 ,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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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of a PDF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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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com/content/dam/kpmg/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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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Transformation of IT Risk Management in

the Energy Industry

오늘날 에너지 산업에서의 IT 기술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면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새로운 기술들과 이에 연동되는 무한한

양의 정보는 IT 사고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에서 ITRM(IT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ITRM은 리스크 우선 순위에 따라 IT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며 기업의 IT 운영과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

견고한 ITRM 기능은 위험 인식 , 운영 효율성 , 재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최적화된 IT 리스크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PMG는 에너지 기업에게 4단계의 ITRM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의 인지 , 통제 , 최소화 , 그리고 관리의

최적화의 과정을 통해 조직 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IT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스크 관리의 3대 주체인 사업주 , 규제 당국 ,

보험사는 각각의 위험관리 단계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ITRM으로 처음부터 끝까지(End to

End) 방어선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IT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pmg-
institutes.com/content/dam/kpmg/globalenergyinstitute/pdf/2016/
transformation-of-it-risk-management-in-energy-indust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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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5/US-
customer-experience-excellence-analysis-report.pdf

Engineering a Human Touch into a Digital Future

KPMG Nunwood의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Centre는

2017년 3월 미국 소비자 7,695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식품

유통, 비식품 유통, 외식업, 여행업, 물류 등 10개 업종 내 257개

브랜드에대해소비자만족도를조사하였습니다.

KPMG는미국을대표하는브랜드의고객경험현황을여섯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분석했습니다 . 평가 지표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 가지 지표에는 1) 개별 소비자 맞춤화의 정도, 2) 진정성을

통한 신뢰 구축, 3) 고객 기대치 이상의 경험 실현, 4) 고객이

제기한문제점에대한빠른해결과만족도, 5)고객의소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6) 고객과의 깊은 관계 형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본보고서는높은소비자만족도를기록한브랜드분석을

통해 고객 경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살펴봐야 할 네 가지

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최고의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해 관련 비전·원칙·전략 등이 전사 내 명확히

공유되어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고객 경험 향상을

점수화하여 ROI 산출, 투자 우선 순위 등 객관적인 숫자 지표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 경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 경험 제고에 노력하는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직의 모든 부문이 고객의 소비

과정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운영이 고객

소비 과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반영, 평가되고 개선되기 위한

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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