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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Network Integrator Journey 

최근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존의 가치 사슬은 에너지와 정보의 양방향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새로운

가치사슬 하에서는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통합된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급 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고객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의사결정

및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발전과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기술 발전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인프라와

결합되어 가치사슬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미터가 개발

되었으며, 이는 고객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혁신적인 수요기반 서비스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정전

감지와대응을가능하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강화 또한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유틸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려는 정부의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분산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과

관련된제품및서비스가부상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유틸리티 업체가 네트워크 통합 업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 유틸리티

업체는 새로운 가치사슬 내의 모든 참가자를 조정∙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투자가

요구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pmg-
institutes.com/content/dam/kpmg/globalenergyinstitute/pdf/2017/
network-integrator-journey-pa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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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harma outlook 2030: From evolution to

revolution

제약산업에서의 큰 변화는 두 가지 입니다 . 첫째는

가격인하에 대한 압박입니다. 증가하는 의료예산으로 인해

정부와 보험업자는 제약회사들에게 가격책정을 더욱

투명하게 할 것과 함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선결과에 따라 진료와 치료제품 가격이 결정되는

‘가치 기준 가격결정(Value-Based Pricing, VBP)’은 이러한

트랜드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적인 개념의 ‘치료’를 넘어서 사전적 의미의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전학, 셀 프로그래밍과

같은 획기적인 치료요법,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체공학,

예측분석과 같은 기술의 발전, 건강 모니터링 디바이스 등

건강의 소비재화 (Consumerization of health)에 의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트랜드에 따라 앞으로는 제약 기술(Pharma tech),

유전학 (Genetics), 면역요법 (Immunotherapy) 이 제약

산업에 새로운 ‘경기장(Playing field)’이 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 산업에서는 제품 주기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또한 , 제약 기업들은 향후 환자들의 건강을

요람부터 무덤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가상 가치 사슬의

조정자(Virtual value chain orchestrator)가 되야 하며, 보다

세밀한 질병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틈새시장 전문가(Niche

specialist)로 거듭나야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2/phar
ma-outlook-2030-from-evolution-to-revol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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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latform Thinking in Manufacturing

디지털화는 제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

우수성 (Manufacturing Excellence)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전 산업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역시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써 ‘플랫폼

모델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과 관계되는

데이터를 외부 파트너 사에 제공하면, 그들은 플랫폼 모델

위에 고객 맞춤형 분석과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제조기업이 핵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선정하고 외부 파트너가 제안한

솔루션의 원활한 도입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플랫폼 활용의 또 다른 강점은 다른 종류의 파트너를

플랫폼에 추가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킵니다 . 충분한 수의 외부

파트너를 확보하면 그들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 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 활용은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모두

제품의 판매 수준을 넘어 통합 솔루션 제공까지 가능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변화 흐름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nl/pdf/2016/sector/m

aakindustrie/Platform-thinking-in-manufactur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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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Global Rules of Competitiveness Embrace GCC

Chemicals

전 세계적으로 제품혁신을 통한 화학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인 Organic

Growth 전략 역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에 대한 결정은 실제 공장을 완공한

이후의 현실과 시차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M&A는 화학기업들에게

성장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한편 , 중동아시아/GCC국가(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카타르,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6개국)의

화학기업들도 다른 글로벌 화학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 차별적 경쟁력 약화 등 비슷한 역경에 직면하며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화학기업들에게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한 단일 회사가 중앙에서 전략, 인사, 자산,

생산과정, 비용구조, 투명성을 모두 컨트롤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입니다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중동아시아/GCC국가

화학기업의 이상적 구조로써 다수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가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분산제어형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타겟(Target) 제품을 넘어 고부가가치의 스페셜

티(Specialty) 제품으로의 전략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images/2017/01/2

017-kpmg-gpca-stratl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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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fending the aerospace and defense sector:

Closing gaps in A&D cybersecurity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사이버 위협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뛰어난 사이버 보안 능력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방위산업 업체들은 계속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사이버 위협과 그들의 대응 능력 사이의

갭(Gap)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3자를 통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급체계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며

확장될수록, 이러한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통제에 대한

이슈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소입니다 . 특히 상업용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Wi-Fi

접속부터 엔터테인먼트 선택까지 모든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춘 상업용 항공기 제작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KPMG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규제 기관에 의해 규범의

강화, 2) 개선된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 3) 위협 인지부터

대응 단계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defen

ding-the-aerospace-and-defense-sect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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