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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생생지락(生生之樂), 모든 이들이 생활과 일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세종대왕이 꿈꾸는 

사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생생지락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삼정KPMG는 ‘Work & Life Balance’를 통해 임직원이 직장과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행복이 곧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일터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던 세종대왕처럼, 

삼정KPMG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며,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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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본

일본은 약 1억2천만의 내수시장, 높은 교

육수준과 선진화된 사회 인프라를 바탕

으로 장기간 버블경제의 붕괴를 겪었음

에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지

키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아베노믹스

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정책이 효과를 보

이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가 

있으나, 공식적인 경제통계 지표에 근거

하여 본다면 현재의 일본은 앞으로 나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불

편한 관계는 지속되어 대일수출 감소 등 

일본 비즈니스 관련 한국 기업은 적지않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간 교류확

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엔저·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방안 

엔저현상이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은 업종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영

향을 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일본 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문제라고 답한 기업체수는 의외로 감소했

다. 환율변동은 주기를 두고 제자리를 찾

아왔으며, 엔저가 일본 투자 및 운영에 있

어서 절대적인 장애요소라는 인식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더이상의 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은행 총재의 

발언 또한 향후 엔저로 인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최근 한일 정치 관계 악화가 일본 

비즈니스상의 문제라고 답한 기업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일본 국민들이 한일 간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이너스 요소를 얼마

나 극복하는 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

다. 실제 B2C업종의 경우 최근 수년간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한국산 확인이 불분명

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대부분 증

가하고 있다. 한국산의 품질보다는 반한 

정서가 더 큰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긴 

위기 속 기회를 찾아라! 
일본 시장 진출의 성공법은?

엔저현상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일본 비즈니스 관련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상황을 진단한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삼정KPMG의 일본 Korea Desk에 

파견 근무 중인 이병준 S.Manager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본다.

Global Frontier

일본의 랜드마크인 도쿄 타워



‘2015 KPMG 한일 Partner Summit’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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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

적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를 통해 실타래를 풀어가자라

는 인식이 강하다.

수년 전 뜨겁게 달아오른 한류 붐으로 

Made in Korea가 단기간 내에 일본 전역

에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

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자신 있

게 한국 인기 제품을 출시했지만, 즉각적

인 반응이 없어 고민 중인 기업들이 지금

도 상당수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답

답하리만큼 장기간에 걸친 관계와 신뢰, 

과정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일본에

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상세한 

계획 수립과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 구축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 비즈니스 성공 전략 

첫째, 장기적인 계획 수립. 일본 속담에 

‘바위 위에 3년’이란 말이 있듯이, 일본 회

사의 성격상, 한번 문을 열면 오랫동안 신

뢰를 쌓아가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동고

동락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적

으로 쉽게 문을 열지않고 못 본 체 하면서 

과연 괜찮은 회사인지 유심히 행동을 지

켜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의 신뢰

를 쌓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관계를 길게 

유지하면서 버티느냐 하는 점이 일본에서

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마인드 중 하나

이다.

둘째, 일본 비즈니스의 이해. 일본인은 언

제나 ‘스미마셍’을 말하고 속내를 잘 드러

내지 않지만 한국인과 비슷한 점이 많기

에 일본인들의 업무 스타일을 쉽게 생각하

고 일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일본인은 먼 곳을 보고 행동하

는 기린으로, 한국인은 저돌적으로 돌진

하는 멧돼지로 비유되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즈니스 스타일

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인들은 준비, 계

획, 사내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높

은 품질은 끊임없는 준비와 계획의 결과라

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속도

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일본 비즈

니스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

만, 한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

처리는 한국보다 빠르다는 것이 일본 비즈

니스 경험자들의 중론이다. 느려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느리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회계·세무 및 관련 법규의 이해. 가

장 가깝게 위치한 일본이지만, 회계, 세무 

및 회사법 등 비즈니스 관련 법규는 한국

과 꽤 차이가 있다. 특히 세무와 관련하여 

외형세, 사업세 등 회사의 자본구조와 규

모 및 지역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

목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초기에 적자가 

발생함에도 세금문제로 또 다른 고민을 

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일본 내 기업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

준이라 할 수 있는 회사법의 차이를 뒤늦

게 알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향후의 사업 계획과 현 상황에 대해 파

악하고 일본의 회계·세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사전 이해도 중요하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일본 Korea Desk 

일본 내 회계법인 Big4 중 KPMG Korea 

Desk는 2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

우를 자랑한다. 기타 회계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하여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향

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 중이다. 

감사와 세무 각각의 부문에 Korea Desk

의 담당 파트너와 해당팀이 지정되어 회

사 설립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이르기

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KPMG에서 파견된 회계사가 현지 업무와 

고객 간의 코디네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앞으로도 일본 Korea Desk는 양국 간

의 여러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일본 내 한

국 기업 성공의 중요한 서포터 역할을 수행

해 나갈 것이다.

일본 Korea Desk 이병준 S.Manager

Tel. +81-80-8195-5079

E-mail. byungjoon.lee@jp.kpmg.com

Contact Us



가진 대형 회계법인 등을 활용하여 잘못된 

세무처리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

고객 맞춤 세무서비스 제공

Domestic Tax 1(이하 DT1) 및 Domestic 

Tax 2(이하 DT2), 두 본부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4월 1일 새롭게 신

설된 본부다. DT1 및 DT2는 서로의 자율

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협업을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원칙의 이해로부

터 출발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세무

컨설팅 업무 특성상 DT1 및 DT2는 본부

원의 개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명을 제공해야 세무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외의 국내 기업의 경

우 대기업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 등은 감

소추세에 있지만 국세청의 사후검증작업

(서면분석)의 강화에 따라 국세청으로부

터 과거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치 못

한 대응 및 과거 잘못된 세무처리 등으로 

인한 과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 자

료 제출 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사전검

토를 통해 적절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법

인세 세무조정업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대응법

최근 국세청은 대기업(매출액 5,000억 

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국내 

기업 등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한 세금에 대한 사후검증작업(서면분석) 

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강

화된 세무조사로 인해 정기세무조사에

서도 특별세무조사(영치조사)에 버금가

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으며, 세무조사에서 부과되는 세금

도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

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인 외부 세무전문가를 활용하

여 체계적 대응 및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

국내 기업을 위한 최고의 세무전문가!
삼정KPMG Domestic Tax 1 & Domestic Tax 2

지난 4월 1일 삼정KPMG는 고객 관리, 중점 상품 및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TAX본부를 재편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기업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신설된 

Domestic Tax 1과 Domestic Tax 2의 주요 이슈 및 서비스를 살펴본다. 

Team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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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해서 고객사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솔루

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더 나아가 ‘Inspir ing Conf idence, 

Empowering Change’라는 KPMG 

Purpose 기치 아래 고객의 사업활동에 

있어 조세부문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DT1 및 DT2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

사지원업무, 세무진단,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업무, 유권해석,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

속 및 증여세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조사지원팀과 조세

불복팀은 고객의 상황과 관련 업종 또는 

쟁점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

성된 Project Team을 구성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적화된 전문가

들로 구성된 Project Team을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해 명확한 논리적 대응을 제공

하고, 고객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여 고

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 

또한 DT1 및 DT2는 고객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 아래 

‘중견기업 성장전략 센터’, ‘지배구조개선

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전담팀’을 

운영하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성

장을 돕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전담팀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을 추가 연계해서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DT1은 본부 출범과 동시에, 중부지방국세

청 관할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전문인력

을 모아 ‘중부청업무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련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20년

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제하에서 큰 역할

을 담당해온 인천, 경기, 강원지역 관내 

고객들에 대하여 사주/국내 본사/해외자

회사의 세무위험 관리 등 관련 토탈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고객들의 안정

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

고자 한다. 특히, 이 활동의 일환으로 매

월 국내·해외(아태지역) 세정 동향을 중

부지방국세청 관할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DT2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한층 강화된 과세행위로부터 고객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지방

세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방세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전문팀’을 

꾸렸다. 현재 다수의 고객에게 지방세 자

문업무, 지방세 조사지원업무 및 지방세 

불복업무를 제공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요청에 의해 지방세에 대한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

업 및 중소 기업 창업주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

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업무

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

된 ‘가업승계전문팀’을 두어 관련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고객의 영원한 동반자!

KPMG의 색은 푸른색이다. KPMG Blue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신뢰’, ‘희

망’, ‘발전’ 등의 의미와 ‘젊음’이 내재되어 

있다. DT1 및 DT2는 이러한 KPMG Blue

가 상징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젊은 조직’으로서 도전정신으로 무

장된 창의적이고 패기가 넘치는 역동적

인 전문가 조직을 지향한다. 

또한, DT1 및 DT2는 한발 앞서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세

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조

직이 되고자 한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여, 고

객의 큰 일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조력자

가 되기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삼정KPMG Domestic Tax 1 

이찬기 본부장

Tel. 02-2112-0913

E-mail. changilee@kr.kpmg.com  

삼정KPMG Domestic Tax 2 

이관범 본부장

Tel. 02-2112-0917

E-mail. kwanbumlee@kr.kpmg.com 

Contact Us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업무

세무진단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및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
지원업무 

유권 해석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삼정KPMG DT1 & DT2 주요 서비스



Client+

한국필립모리스㈜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국내 법인으로 지난 26년 동안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말보로, 팔리아멘트, 

버지니아 S., 라크 등의 제품을, 소매인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에 2002년 

설립한 생산공장을 2012년에 2배 규모로 증설하면서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내수시장을 넘어 호주, 

일본 등 1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협력업체들을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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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기용 냉동탑차 41대를 기증해왔다. 기

증된 냉동탑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웃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위생적으로 전

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에 이동차량을 기증하여 장애인들의 통원 

및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2007년부터 

매년 잎담배 경작 농민들의 건강 검진을 

후원하고 있다. 대부분 노년층인 잎담배 

경작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농

사일로 건강 관리에 소홀한 현실을 파악

하고 현재까지 약 1,400명에게 정밀 건강 

검진을 제공했으며, 조기에 위암, 대장암 

등의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장학금 전달을 통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인재들이 지역 사회의 일꾼

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이 위치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에 2011년부터 매년 장학기금 1억 원을 전

달하고 있으며, 잎담배 경작 농민들의 대

학생 자녀들에게도 2013년부터 매년 장

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노

력의 결과로 한국필립모리스㈜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에 이어 2004년, 2009년에 보건복

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기업 소개 및 사업 영역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담배 시장 개방

에 발맞춰 1989년 4월 필립모리스 인터내

셔널의 한국 내 담배 사업을 담당하는 현

지 법인으로 정식 설립됐다. 한국필립모

리스㈜는 2002년 10월, 국내에 진출한 다

국적 담배 회사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 양

산시 유산동에 최첨단 환경 보호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자체 생

산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

에 힘입어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012년 

양산시 북정동에 완공한 신공장은 원료가

공에서 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첨단 시설과 기존 공장의 2배인 연간 400억 

개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 공장은 내수용 제

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현재 호주,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등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신공장 준공을 통해 확대

된 생산 능력과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말 누적 

수출물량이 100억 개비를 돌파했다. 

이와 같이 한국필립모리스㈜는 설비 투자

와 고용 창출뿐 아니라 국내 업체와의 협

력 확대, 해외로의 완제품 수출 증대 등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개발 노력의 결과, 

한국필립모리스㈜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

비자들에게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고객

만족도 조사(NCSI)와 한국산업의 고객만

족도 조사(KCSI)에서 각각 8차례씩이나 

담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필립

모리스㈜에는 서울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 

공장 및 전국에 있는 머천다이징 사무실

에서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한국필립모리스㈜는 사회적 책임은 바로 

제품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흡

연의 유해성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매인과 함께 전개

하며, 책임 있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뿐 아니라 사규

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

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올바른 흡연 문화 정

착을 위해 담배꽁초를 지정된 장소에 버

리는 등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흡연 에티

켓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흡연 에티켓 

광고공모전,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8년

부터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년 180여 

명의 대학생 및 일반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사가 속한 지역사

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999년부터 지

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먹거리 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은 대형화·복잡화

로 요약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업

이 보편화되면서 건설 프로젝트 계획과 관

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효

율성을 책임지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KPMG는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리의 애로사항

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했으

며, 이를 기반으로 <Climbing the curve>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 프

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크게 준비 단계, 시

행 단계, 완료 및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로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프

로젝트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발주

자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Climbing the curve> 보고서는 발주자가 

단계별로 성공적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한다.

발주자- 계약자 간 관계의 중요성 

프로젝트 발주자가 관리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프

로젝트의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발주

자-계약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

는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설문결과 

발주자들은 향후 계약자들과 협력의 비

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

재 계약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향후 양자 간 협력

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계약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을 시사한다. 그렇지

만 발주자가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떠넘기기

보다 발주자-계약자 공동의 목적과 보상

을 가진 합리적인 발주방식, 계약자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계약자의 실력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분

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역량을 강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Market Reader 

건설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Issue Monitor>에 담고 있다. 이번 <Market Reader>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실용적 방안과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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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화된 인재 관리 및 유치가 필요
“완료·발전 단계”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시행 중기 단계”

프로젝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예비비 산정 

및 관리를 정교한 방법으로 수행
“시행 초기 단계”

발주방식, 계약자선정방식, 대금지불방식 상의 

다양화가 강조
“준비 단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모니터링 전략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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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 

프로젝트 실행 전에 소요될 총비용의 범

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발주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건설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동안 자연 환경, 현장 여

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급

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예상 비용을 정

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경우 발주자는 ‘예비비 계획(Con- 

tingency Planning)’을 수립하여 대비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감안하고 프로젝트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증액에 대

한 계획을 예비비 계획이라 한다. 

발주자는 예비비 규모를 산정할 때 양적 

리스크 분석 방법과 같은 정교한 예측방

법을 활용해야 한다. 예비비 규모 설정과 

더불어 관리도 중요하다. 비상 상황이 일

어났을 때마다 총괄계좌로부터 이체하

는 방법인 사후 관리 방법보다는 예비비 

계획에 따라 별도 구축해놓은 예비비 계

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발주자 자신의 프로젝트 
관리역량에 대한 냉철한 평가

프로젝트 발주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스스

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

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

제 해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KPMG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발주자는 

자신들의 프로젝트 관리역량에 전반적으

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KPMG가 발주자들의 프로

젝트 관리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이 28%에 

불과했다. 발주자가 자사의 역량을 평가

한 결과인 5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었다. 이와 같은 발주자의 자기 과신은 프

로젝트 진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

인이 된다. 

발주자는 프로젝트 진행 시 비상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프로젝트 스케줄링에 목표 업무 시

간과 휴식 시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자는 작업 흐름을 파

악하고 공기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검

토해야 한다.

 
통합프로젝트관리정보시스템
(PMIS)의 필요성

프로젝트 시행에 들어가면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단계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입 

인력, 시간, 비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발주자들은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해 관리시스템에 상당

한 노력과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다.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정교한 관

리를 위해 통합프로젝트관리정보시스템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 PMIS는 건

설 프로세스 전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시

간, 비용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

램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프로젝트의 

스케줄 및 비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

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발주자의 순조로운 

프로젝트 진행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하며, 프로젝트의 기획-스케줄 수립-모

니터링-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 인력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사자성어

에 ‘일기당천(一騎當千)’이라는 말이 있

다. ‘한 사람의 기병이 천 사람을 당한다’

는 뜻으로 유능한 인재의 중요성을 이야

기하는 데 사용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도 발주자들의 전문 인력 유치와 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은 

단순히 많은 인력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

만 많은 인재들이 새로운 산업에 이끌려 

유출됨에 따라 발주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인재 관리 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결

을 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채

용하기 위해 채용·개발·유지 전략 수립

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발

주자는 전문인력을 채용 또는 활용하는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수학자를 건설 

프로젝트 운영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유

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자, 계약자, 고객 그리고 신규 

채용자 등 기업 외부로부터 다양한 인사

이트를 얻기 위해 크라우드 소싱이나 게

임화(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와 같

은 신기술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프로젝트 발주자는 성공적인 프로젝

트 관리를 위해 앞서 언급한 5가지 고려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체계적인 프

로젝트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파라 책임연구원

Tel. 02-2112-0449

E-mail. farrahlee@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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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발전 단계



  

Excellence Report

CEO는 기업의 임원들을 이끄는 수장이다. CEO가 바라는 임원

상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CFO(Chief Financial Officer)가 스포

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CFO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종합 회계·컨설팅자문사인 KPMG International은 포브

스(Forbes)와 함께 ‘CEO가 바라는 CFO’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의 금

융, 제조, 소비재 통신기업의 178명의 CEO와 오너경영자를 대상

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CFO들이 받아들이기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도출되었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EO 중 3분의 1은 CFO가 기업이 직면

한 과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적지 않은 CFO가 숫자 속에 매몰되어 큰 그

림을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CEO들은 자신이 CFO에게 기대

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실 속 CFO의 능력은 미흡하다고 봤다. 

기업을 진두 지휘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CFO가 보다 큰 그림

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를 원한다. 기업의 금고를 관리하는 근원

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전략가로 도약하

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CFO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조사에서 고무

적인 부분은 CEO의 72%가 다른 C-레벨의 여러 임원들 중에서

도 향후 3년 안에 특히 CFO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

했다. M&A 진행 등에서도 CFO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CFO의 위

치에는 전략적 사고를 지닌 활동가(Activist)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CEO들은 CFO가 보다 더 인적자원 관리에 주안점

을 둬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CFO가 합리적인 인재 관리 접근방

법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CEO의 42%만이 동의했

다. 나머지 58%는 CFO가 인적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데 취약하

다고 봤다. CEO의 관점에서 CFO는 그 어떤 다른 임원보다도 인

사 관리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삼정KPMG CEO 김교태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CFO가 그 역할을 미처 

다 수행하지 못 한다고 여기는 CEO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결

과였다. 빅데이터의 시대 속에서 CEO들은 CFO가 데이터와 신

기술을 자산화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도 봤다. 

임원 중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자)가 데이

터를 보유할 수 있다면, CFO는 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해 인사

이트를 주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CEO들의 생각이다. 

CEO는 ‘고독한 정상의 자리’일 수 있다. CEO는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경쟁사보다 앞서기 위해, 주주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다. 걸어가려는 그 길이 때로

는 외나무다리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때 

CEO 옆에 CFO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CEO는 그 길을 

보다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178명의 CEO·오너경영자 이력 사항 중에서 흥

미로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응답자의 72%는 과거

에 CFO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전직 CFO’였던 ‘현직 CEO’가 

희망하는 ‘미래의 CFO’의 모습이 투영된 결과인 것이다.  

‘덕박이위존(德薄而位尊), 지소이모대(知小而謀大), 역소이임중

(力小而任重).’ ‘주역’에 실려있는 문구이다. ‘덕은 없어도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으면서 도모하려는 것이 크고, 능력은 적지만 권

한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혜가 없으면서 벼슬은 크면 클수록 좋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임원의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C-레벨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그들

의 의사결정에 회사의 미래가 움직인다. 기업은 보다 큰 그림에

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줄 알고,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함양한 

CFO가 필요하다. 기업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CEO는 진

정한 CFO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본 기고문은 2015년 6월 18일 자 

조선비즈 ‘김교태의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CEO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CFO를 원한다

CEO COLUMN



 

지난 3월 애플의 앱스토어 장애 사건이 언론에 비중 있게 다루어

진 바 있다. 수백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과 그동안 쌓아온 애플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IT 시스템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IT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애플과 같은 ICT기업에 국한된 

과제가 아닌 모든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트너(Gartner)는 IT 서비스를 ‘정보시스템과 IT에 기반하여 비

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라

고 정의하였고, ‘IT 서비스 품질’은 IT 서비스 사용자가 기대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할 수 있다.

IT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

심을 가지고 투자해왔다. 글로벌 IT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IT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IT 서비스 

품질의 실질적인 개선효과에는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IT 서비스 품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 원인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조직과 IT 조직간의 괴리

기업이 IT 시스템을 도입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용자 

조직과 IT 조직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용어가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부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

할 수 없고, IT 부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

동의 표준용어를 만들어 불필요한 의사소통 오류를 제거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RM 조직을 비즈니스와 IT에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계획보다는 실행에 

RCS본부 이응도 상무이사

중심을 둔 업무관행이 많은 것 같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세밀

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결

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실에 맞지 않는 IT 프로세스 적용

많은 기업들이 ISO20000, CMMI와 같은 글로벌 IT 표준 프로세

스를 도입하였지만, 외부 인증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경

우가 많았다. 외부 인증이 글로벌 IT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조직에 내재화하여 지속적 개선활동을 수

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로 인해 현실에 부합하는 IT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T 프로세스가 현실 상황에 부합

하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포인트를 찾아 IT 프로세스 최적화해야 한다. 확

정된 IT 프로세스를 내재화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에도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존재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

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IT 프로세스가 실행력을 확보하고 조직

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T 서비스의 품질은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IT 조직의 역량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Value Chain 전반에 IT 시스템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앞

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IT 서비스의 품질이 기업의 핵심경쟁력

이 되었다. 현행 IT 서비스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IT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은 IT 서비스의 실행

과 통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저성장, 무한 경쟁 시대를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IT 서비

스 품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IT 서비스 품질,

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핵심

AdvisOry 

12/13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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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선물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뵙니다! 배병진 Associate

14/15August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제게는 4명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뚝

뚝한 성격과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에서 매월 진행하는 ‘부모님을 뵙니

다’라는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잊고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함을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 메일을 받았을 때, 부

모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마련하고,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일바구니보다는 우리가 직접 과일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여

자친구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바구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담을 싱싱하고 빛깔 좋은 

과일을 사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키위, 아버지가 좋아하는 멜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좋아

하는 망고, 배를 골라 담았습니다. 과일을 고르면서 받고 좋아하실 부모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제 마음이 행복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과일을 하나씩 랩으로 포장하며, 정성을 담아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먼저 

여자친구 집에 방문하여 과일바구니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기뻐하였고, 그 모습을 보며 행복

해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부모님께는 상견례를 위해 서울에 오신 후 돌아가시는 길에 과일바구니를 차 트렁크에 실어 드렸습니다. 특히

나 키위를 보며 너무 좋아하셨던 어머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표현하는 기쁨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삼정KPMG 직원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시길 바

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1. 여자친구 부모님, 미래의 장인-장모님께 전해 드린 바구니

2.  과일바구니를 전해 드리자 활짝 웃어주시는 부모님

1 2

부모님 직장/병실 방문 시 함께 드실 다과 혹은 생신, 은혼식,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기념일에 드릴 

꽃바구니 등의 선물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 법인에서 지원하는 

선물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매월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문의: PPC 최희진 직원 02-2112-0046 / heuijinchoi@kr.kpmg.com

‘부모님을 뵙니다!’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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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하지 못한 말, 별아 사랑한다

유별 회계사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

향기를 품은 삶, 우리 별이에게

세월이 참 빠르다. 10년 전 할아버지와 지난 4월 할머니를 먼 곳으로 보내 드린 지가 어제 같은 같은데…. 여주 할

머니 집 정자의 해먹에 누워 신선한 초여름 바람과 라일락 향기가 아련한 설렘으로 와 닿는다. 삶의 향기와 인간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로 지어준 네 이름 별, 그렇게 두근거림으로 내게 다가왔지. 자라면서 유난

히 욕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미안할 뿐인데 제 몫을 다하는 사회인이 된 너의 모

습을 보니 해준 것도 없는 아빠는 염치없이 뿌듯하기만 하다. 여주도서관에서 지친 너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 밤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딸과의 데이트였지. 힘들어도 어른스러운 우리 큰딸은 내색 한 번하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 

마음의 힘겨움을 아는 아빠는 그저 무뚝뚝함을 가장한 채 마음속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지난 시절, 공부에 지쳐 소홀함을 보이는 너에게 차마 야단을 칠 수가 없었고, 인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눈물을 펑펑 쏟는 너의 모습은 아직도 아빠의 가슴을 조이게 한다. 우리 딸의 흔들림을 

볼 때도 그저 믿음의 눈길로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실패와 좌절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겠지. 깊

은 절망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한 점 하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따뜻하게 지켜보며 응원할게.

우리 집에서 작게 짓고 있는 농사에서 아빠는 철학을 배운다. 무엇이든 무르익기 전에는 수확하지 말아야 하는 법

을 흙에서 배운다. 땅은 정직해서 공들인 만큼의 결실을 맺어주지. 너의 열매가 설익은 채로 수확되지 말고 전정

(剪定)을 한 과수나무처럼 튼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란다. 세상은 즐거움보다는 힘겨움이 더 많을 거야. 

언제나 슬기롭게 모든 일을 헤쳐나갔듯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화합하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별아 우리 가족 일본여행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을 이제야 한다. 별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빠가

▲ 계단에 나란히 앉아 활짝 미소 짓는 유별 회계사와 아버지

마음으로 쓴 편지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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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김경환 회계사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

사랑하는 아들 경환에게 

어느 부모에게나 그렇겠지만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가 자식이란다. 네가 처음 엄마, 아빠의 품으로 

왔을 때 그 기쁨이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었지. 못 해준 게 많아서 많이 미안했지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도 열심히 하는 아들의 모습은 엄마, 아빠에게 늘 자랑거리였지.

어느덧 사회인이 되어서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 첫 월급 타던 날 월급을 통째로 다 가져다주

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곳 인사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할 때는 참 기특하고 뿌듯해서 몇 날 며칠을 자

랑하고 다니느라고 바빴지.

이제 회사생활도 6개월째 접어들고 있구나. 사회생활 만만하지 않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

인을 수용하고 배려하며 타인과 화합하여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뜻하지. 그런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고.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춰줘야 할 때도 있고 나는 분명히 상대를 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좋지 않게 작용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거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고 때론 좌절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경환이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라는 거야.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살

아갈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얻어야 돈도 명예도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또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 네가 원하는 일이었나? 다른 꿈을 찾고 싶은 때도 있을 거야. 삶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일 거야. 비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

도…. 꿈을 잃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꿈을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에게 두서없는 편지 오랜만에 써봤네. 항상 건강하고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해. 

사랑해.

2015년 6월 5일 사랑하는 엄마가

▲ 웃는 모습이 유난히도 닮은 

김경환 회계사와 어머니의 모습

이제 막 입사 1년 차에 접어든 회계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어줄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를 함께 읽어본다. 



건강한 삼정! 함께 달려가는 삼정!
삼정KPMG 마라톤 동호회

10초 내외로 승부가 결정되는 100m 달리기의 짜릿함도 좋지만, 42.195Km 거리를 힘들게 달려 결승선을 들어오는 

마라톤은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참 매력적인 스포츠다. 삼정KPMG의 마라톤 동호회는 올가을에 진행되는 

‘2015년 서울 달리기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마라톤 동호회 회장을 맡은 IA/FR본부 고정우 상무를 통해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져본다.

生生之樂

큰 장점입니다. 많은 삼정인들도 이러한 

마라톤의 참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한 삼정KPMG’를 위해 

함께 달려요!

마라톤 동호회의 주요 활동은 매년 봄, 가

을 2회에 거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 목적은 정기

적인 체력관리가 어려운 삼정 가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삼정

KPMG’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 단체 연습은 따로 진행

삼정’, ‘함께 달려 나가는 삼정’을 신조로 

삼고, 2005년 2월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삼정인들이 마라톤 동호회와 

함께하며, 마라톤으로 건강 증진 및 친목

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 10Km를 뛰고 

있지만, 마라톤으로 얻은 개운한 기분과 

성취감은 법인 생활에 큰 활력을 주고 있

습니다. 또한, 함께 뛰는 삼정인들과 특별

한 동료애도 느낄 수 있고, 달리는 것 자

체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평소

에 교류하기 힘든 타 본부 삼정인들과 만

나 대화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도 

마라톤의 매력은? 

‘성취감 & 동료애’

마라톤처럼 보람과 희열을 안겨주는 스포

츠가 또 있을까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을 반복하며 긴 거리를 달려나가는 마라

톤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와서 포기하

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을 견뎌내고 결승선에 들어섰을 때의 쾌

감은 마라톤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

진 삼정KPMG 마라톤 동호회 회장 고정

우 상무입니다. 마라톤 동호회는 ‘건강한 



  삼정KPMG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하고 있지 않지만,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

해 동호회원 개개인이 준비해나가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

니다. 이에 마라톤 동호회는 마라톤 대회

에 출전하는 것이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

는 시간임과 동시에 동호회원 간의 화합

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통해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회 참가를 위해 

스스로 체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 수단과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삼고 있

는 것입니다. 

대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 ‘2009년 하이 

서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을 때 에피소

드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동호회에서 총

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5Km 정도를 달

리면서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겠단 마음으로 걷고 뛰기

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와이

프인 차오리아 상무도 저를 앞질러가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 마라톤 대회를 위한 

교통통제도 풀리고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

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Km를 걸어서라도 완주를 했습니다. 물

론 그 뒤로 몇 년 동안 와이프가 자신보다 

느리다며 타박을 주긴 했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것에 대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

습니다. 많은 삼정인들도 마라톤을 통해

서 짜릿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

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가을 마라톤 

대회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라톤 동호회는 정기적인 회비가 없습

니다. 대회 참가 시 참가하는 분들만 활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으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정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삼정 가족들과 취미 공유 및 친목 교류를 원하신다면 신규 동호회를 개설해보세요! 동호회 등록회원 수 총 15명 이상이 될 경우 동호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의 PPC 최희진 직원 02-2112-0046 / heuijinchoi@kr.kpmg.com

      농구 

2014년부터 강남구민체육센터를 홈코트로 사용하

고 있으며, 매월 홀수주(1,3,5주, 법정공휴일 제외)에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연습 외에도 타 팀

과의  교류전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문의  서지승 S.Analyst(Deal Advisory2) 

       02-2112-3380

      야구 

삼정KPMG 야구 동호회가 속한 송파리그는 3월부

터 경기가 시작되며, 한 달에 약 2~3차례 토요일

에 경기가 열린다. 리그 경기가 주 활동이고, 매년 

10월에 치뤄지는 4대 법인 야구대회가 가장 큰 이

벤트이다. 

*문의 정세환 S.Senior(CM) 02-2112-3265

          자전거 

금년 6월, 막 걸음마를 뗀 신생 동호회이지만, 4대강과 

국토종주를 필두로 길이 있는 곳은 모두 자전거로 갈 

예정.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거나, 관심은 있었지만 접근 

방법을 몰랐던 삼정인이라면 자전거를 통해 건강한 신

체와 맑은 정신을 배양하고 동료들과 친목을 다져보자.

*문의 박성운 과장(총무팀) 02-2112-0980

      테니스

주말마다 테니스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테니스 

이외에도 즐거운 번개 모임으로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

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동호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

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문의 박상훈 Manager(IM1) 02-2112-7839

       축구 

매월 2~3회가량 주말 정규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활동하는 구장은 동

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보라매공원 인조잔디구장

이며, 이외에도 서울 서초, 강남, 구로구 등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대관하여 꾸준히 활동 중이다. 

*문의 허승훈 S.Senior(B&F2) 010-2011-6475

      트레킹 

2014년에 기존 산악 동호회를 트레킹 동호회로 명

칭을 변경하여 탄생한 트레킹 동호회. 매년 2회 산행, 

4회 트레킹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일본, 2017년 

홍콩, 2018년 스위스 트레킹을 계획 중이다. 

*문의 트레킹: 정희석 이사(인사팀) 02-2112-0047/

           산행: 정우철 이사(RCS) 02-211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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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고정우 상무이사(IA/FR)

·운영 총무: 이태용 차장(IA/FR)

                02-2112-7751

‘삼정KPMG 마라톤 동호회’와  

함께 달려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도 아

주 잘 어울리는 명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삼

정인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함께 뛰

는 10Km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마라톤 동

호회가 함께 달릴 삼정 가족을 기다립니다. 

·일       시 2015년 10월 18일(일) 08시

·장       소 서울광장, 한강 뚝섬유원지 일원

·참가부문  10K, 21.0957K

‘2015년 서울 달리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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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Opinion Leader’로서 본부를 대표할만한 Manager 이하의 구성

원들을 Purpose Agent Group으로 선발했다. 

2014년 1기에 이어 2기로 선발된 총 55명의 Purpose Agent는 

Junior 동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법인의 Purpose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Purpose Agent Group Workshop

지난 6월 29일, Purpose Agent들이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인

천 무의도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에 모였다. Purpose Agent 

Group 2기로서 첫 공식 행사인, Workshop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의 Purpose Activity를 책임질 

Purpose Agent Group을 소개합니다!

삼정KPMG는 지난해부터 ‘Purpose Journey’를 전개하고 있다. 

‘Why are you here?’ ‘우리는 왜 KPMG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구성원 개개인들이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Purpose Activity를 진행 중이며, Our Higher Purpose인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에 대해서도 끊임없

이 알리고 있다.

‘Purpose Journey’를 이어가던 중 지난 5월, 각 본부장을 통해 

‘법인에 대한 loyalty가 높고, 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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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부터 삼정KPMG의 Purpose Journey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안을 모색한 Purpose Agent Group Workshop 활동

을 살펴본다. 

찰칵! Purpose를 온몸으로 표현해라!

9개의 Purpose Agent Group은 Group별 Purpose를 나타내는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Group별로 Our Higher Purpose를 번뜩

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온몸으로 표현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현장에서 즉석투표를 통해 영예의 1위 사진을 뽑았다. 바로 1위

는 3그룹. 1위를 차지한 3그룹의 사진은 법인 내 모든 구성원에

게 Purpose를 전염시키는 슈퍼 전파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나타

냈다. Purpose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가운데에서 양손을 펼

치고, 주변을 둘러싼 구성원들은 Purpose를 듣고 놀라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해 많은 표를 얻었다. 앞으로 Purpose Agent로

서 법인 내 Purpose를 전파하는 이들의 멋진 활약상을 더욱 기

대해본다.

Purpose를 담은 최고의 그림은?

KPMG의 Purpose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

을까? Purpose Agent Group은 KPMG Purpose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Our Higher Purpose를 표현할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렸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오색빛깔 

색연필로 색을 채우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Purpose Agent들의 

모습에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완성된 그림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Purpose Agent  

1기를 대상으로 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Purpose Agent 1기들

의 활발한 의견이 오고 간 가운데 최종 1위에 4그룹이 선정됐다.  

4그룹은 Purpose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본부에 Purpose를 전파하기 위한 Action Plan! 

Workshop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본부를 대표하는 Agent로서 

본부의 Action Item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우리 본부 구

성원들이 Purpose를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또 업무 속에

서 Purpose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Workshop 현장에서는 Purpose Agent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

는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하나둘 모여, 각 

본부의 Purpose Action Plan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본

부의 활력을 더해줄 Purpose에 집중해보자. 

Purpose Journey Keeps going!

1.Purpose 1위에 빛나는 슈퍼 전파자의 모습을 담은 3그룹의 사진 / 2. KPMG Purpose를 생각해보기 위해 'WHY?'라는 질문을 표현한 사진 / 3. 4그룹은 ‘고객의 신뢰는 유리창, 우리의 

일은 자석으로 표현하여 Purpose의 힘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그림에 담아 Purpose Image Contest 1위에 선정됨 / 4. Purpose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

업하는 멤버들의 모습 / 5. 그룹명과 Purpose 이미지를 발표하는 Agent들의 모습 / 6. Purpose Story Book 사진



대한민국과 유럽대륙의 교두보, 체코공화국
체코 Korea Desk 지동현 S.Manager

그 이후 2009년에는 한국의 가장 성공

적인 M&A로 손꼽히는 약 7천억 원 규모

의 두산스코다파워 인수가 마무리됐으며, 

2013년에는 대한항공이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하여 2대 주주로 올라섬과 동

시에 프라하 공항을 유럽의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자 인천-프라하를 오가

는 주 8회 직항편 운항이 시작되어 체코

는 연일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코항공 지분인수 이

후에는 프라하 공항의 모든 안내 표지판

에 한국어가 추가되어, 체코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1918년까지 300년간 오

스트리아-헝가리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독일에 

이어 소련의 지배를 받는 등 외세의 지배

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족의 정체

성을 지켜내어 1993년에 비로소 체코공

화국과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1990년에 체코슬로바키아로서 

양국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본격적인 

양국 간 우호증진은 2006년부터 연산 약 

33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이 

수십여 개의 협력사들과 함께 체코 동부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유럽의 중심국

2005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프라하의 연

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체코공화국

은 유럽대륙 중심에 있는 내륙국으로 한

반도의 약 1/3면적에 인구 약 천만 명으

로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입니다. 9세기 말 

프르셰미슬(Premysl)왕국으로부터 시작

된 체코의 역사는 14세기 말 신성로마제

국의 황제로서 제국의 수도를 프라하로 

옮긴 룩셈부르크 왕조의 2대왕 까렐 4세 

때 정치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았으

며, 프라하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까를교, 

프라하 천문시계탑, 프라하성, 까를대학

교 등이 이때 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가자 세계로!>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삼정KPMG의 저력을 과시하며, 열정과 성을 다해 근무 중인 

삼정인을 만나본다. 이번 호에서는 KPMG 프라하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지동현 S.Manager를 만나 체코의 

주요 이슈 및 상황을 짚어보고, 체코 Korea Des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가자 세계로!

체코 관광명소인 까를교 및 프라하성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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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4년에는 약 1조 원 규모의 넥

센타이어 체코공장과 약 1,500억 원 규모

의 현대모비스 신규공장 투자계약이 연

이어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2014년 한해 

체코 내 최대 직접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2월 중에는 14년 만

에 한-체코 정상회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체코는 한국의 20번째 전략적 동

반자 관계가 되어 양국관계가 한층 더 가

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PMG 체코

1990년에 설립된 KPMG 체코는 수도인 

프라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오스트

라바,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중부유럽의 

교통 요지인 부르노 그리고 버드와이저 

맥주의 고향인 체스키 부데요비체에 각

각 오피스를 두고 약 800명의 직원이 근

무하고 있는 체코 내 최대 회계법인입니

다. 각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

큼 회계감사, 세무, 법률, 자문, 인사, 전산

시스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리분야 

대부분의 업무가 KPMG 내에서 원스톱으

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회계감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만 주로 진행해왔던 저로서는 이러한 복

합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에게 접근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이

러한 복합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

습니다.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관리담당 

주재원들 역시 본사 재경 관련 한 부서

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오고 있었지

만, 해외 파견과 동시에 회계/세무/자금/

기획/인사/전산/총무 등 관리 전반 분야

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활동하게 되

기에 그들의 고민은 특정 분야에만 한정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계감사와 세무

조사에 대응하다가도, 노조와의 협상 테

이블에도 앉아야 하고, 동시에 전산개발

업무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에 주재

원은 팔방미인이 되지 않고서는 해외법

인을 원활하게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입

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사에서 유럽 내 

M&A 또는 신공장을 추진하거나 현지책

임자에 의한 내부통제 우회 상황이 발생

하기라도 한다면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

고 있는 주재원은 24시간이 모자라는 경

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해외법인들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슈에 

더하여 M&A를 추진한 회사들도 있었고, 

이러한 이슈들에 추가하여 대규모 신공장 

또는 증설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동시에 발생한 각 건의 대형 이슈

들에 대해 각각의 KPMG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IT 전문가에게 배정하고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후 고객

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인사에서 전문가로

서 삶의 기쁨을 찾기도 했습니다.

체코 Korea Desk 

지동현 S.Manager 

Tel. 

+420 22 2123 853  

E-mail.

donghyunchi

@kpmg.cz

Contact Us

1. 2014년 6월 25일 넥센타이어 체코 신공장 부지에서 넥센타이어 경영진 및 체코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 2. 2014년 7월 29일 현대모

비스 유럽 신공장 투자협정서 조인식에서 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님과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체코총리와 함께 / 3. 2014년 가을 KPMG 

체코 주최 골프대회 / 4. 알프스 산맥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대규모 신공장 투자를 진행하시던 모 기

업의 회장님께서 체코 대통령께 건네시

던 말씀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

어 주는 것도 기업인의 책임이지만, 체코 

신공장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전 세

계 시장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야 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기업인

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타국이 아닌 체코

에 신공장 투자를 확정한다면, 대한민국

이 체코의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한민국이지만, 현재는 아마도 우리

의 5천 년 역사 중에서는 최고의 황금기

일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기

업이 있고, 그들은 한국을 인정해 줍니다. 

원가절감과 시장개척을 위한 새로운 해

외투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삼정KPMG 

Korea Desk가 함께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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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ERP 혁신전략 제시

 ‘KPMG-Microsoft Dynamics ERP 런칭’ 세미나 개최

special news

삼정KPMG가 지난 7월 2일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에서 ‘KPMG-Microsoft Dynamics ERP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정KPMG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ERP Transfor- 

mation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국내 우수 중견기

업 및 해외 자회사 통합 경영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인들의 ERP 구축 서비스에 대한 관심

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원준 교수의 ‘중견기업의 전문화 및 글로

벌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KPMG의 MS ERP 추진 전

략/구축 방법론과 국내 및 해외법인 ERP 동시 사용 사례, KPMG 글

로벌의 옴니채널 구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총 5개 세션이 진행됐다.

삼정KPMG의 MCS2본부 정상윤 본부장은 “최근 급성장 중인 중견

기업들이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제품, 영업, 원가 경쟁력 

등과 함께 IT 경쟁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고려되는 만큼 

글로벌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IT 경영관리 체제 도입은 이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4월 체결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ERP 및 CRM 전문 컨설팅 인력이 

산업별 중견기업에 특화된 통합ㆍ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ntact : MCS2본부 정상윤 상무 sangyunchung@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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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지속가능성 세미나’ 로
기업가치 창출의 새로운 비전 모색

줄리안 벨라 KPMG 파트너, ‘유라시아
포럼’에서 유라시아 성장 가능성 제시

삼정KPMG는 지난 7월 7일 저성장 시대, 기업가치 창출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

최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

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가에서는 약 40억 명, 5조 

달러에 달하는 저소득층 시장(BOP, Bottom of Pyramid)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인천 송도에 사무국

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도 2020년까지 100조 원, 이후 매년 

10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올 하반기부터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삼정KPMG는 본 세미나를 통해서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

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 및 저소득층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

의하고,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규제대응과 탄

소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및 기업 대응전략, 국내외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배출권 거

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삼정KPMG BCS부문(경영컨설팅) 김성우 전무(기후변화ㆍ지속가능

경영본부장)는 “최근 글로벌 리더들은 저성장, 불평등,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인프라 사업 등에 많은 투자 기회가 창

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

을 찾아야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기회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ontact : 김성우 전무 sungwookim@kr.kpmg.com

줄리안 벨라(Julian Vella) KPMG 아태지역 파트너가 ‘유라시아 포럼 

서울 2015’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분야가 급속한 성장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라시아 포럼 

서울 2015’가 열렸다. 이는 유라시아 개발과 협력을 논의하는 소통

의 장으로 국내외 정치인과 학자,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

며, 삼정KPMG에서는 김교태 CEO를 비롯하여 파트너 10여 명이 

참석해 유라시아의 가능성을 엿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ICT, 건설·인프라, 금융을 주제로 총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

됐다. 10년 넘게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부문을 담당해온 줄리안 

KPMG 파트너는 건설·인프라에 관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줄리안 KPMG 파트너는 “향후 10년 동안 8조 달러(약 9,000조 원)

가 넘는 엄청난 자금이 유라시아 지역에 투자되는 등 인프라 분야에

서만 연간 8%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유라시아 상당수 국가의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설계·구매·시공(EPC) 업체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

라 선진국에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이들과 협력해 인프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자본을 투입하기 이전에 해당 국가에 대한 두터운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조선비즈



삼정KPMG와 함께 멋진 전문가로 
성장합시다!

······

지난 7월 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감사대상’

에서 DPP 신병일 부대표가 개인부문 공인회계사 표창을 받았다. 

‘감사대상’에서 개인부문상을 수상한 DPP 신병일 부대표는 “삼정

KPMG는 감사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영광도 우리 법인의 성과이며, 임직원을 대표하여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삼정KPMG와 함께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감사라는 임무를 투철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KPMG 신병일 부대표, 
‘제16회 감사대상’ 수상

Samjong News

MOnTHlY news

삼정KPMG,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 

삼정KPMG가 7월 31일 상록보육원의 60여 명의 아이들과 

연극 관람에 나섰다. 지난 5월 공연제작사 조은컴퍼니와 

사회공헌협약식을 진행한 삼정KPMG는 아동-청소년 문

화예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상록보육원 아이들과 연극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관람했

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난향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학생들에게 연극 관람을 지원하는 등 미래

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문화적 소양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사랑나눔

삼정KPMG 신입회계사 공채! 

NOTICE

1. 입사지원서 접수

 ·2015년 6월 29일~2015년 9월 6일

 ·www.kpmg.com/kr

2. 면접일정

 ·기합격자: 2015년 8월 3일~14일

 ·제50회 2차 시험 응시자 사전 면접 : 8월 17일~26일

 ·합격자 발표 후 추가 면접 진행 예정

 ·입사 예정자 예비 소집 : 2015년 9월 10일(목)

 ·신입입문교육: 2015년 9월 14일~25일

3. 문의

 ·인사팀 채용 담당: 02-2112-0042/ 02-2112-6660

 ·E-mail : hsong@kr.kpmg.com/ 

                mikyunglee@kr.kpmg.com

 ▶ 글로벌 HR 세미나

·주제 : 국내 기업의 효과적 해외 진출을 위한 인사 관리 전략

·일시 : 8월 11일(화) 14:00~17:00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

·문의 : 오현정 컨설턴트 02-2112-6732 / 

           hyunjungoh@kr.kpmg.com



당신의 꿈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위 카피는 2015 신입회계사 공채 슬로건 

사내공모 수상작입니다. 

(김지민 Associate)

START Y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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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hannel 편집부에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112-7567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세상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 통찰력, 전문성 

그리고 폭넓은 관점을 통해 확실성을 창조해내는 신뢰할만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삼정KPMG는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업(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인도합니다.

삼정KPMG는 항상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언제나 명확한 목적(Purpose)을 갖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부여하고(Inspiring Confidence),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Empowering Change),

이를 통해 삼정KPMG와 세상을 더욱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Our Higher Purpos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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