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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산업별로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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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to growth in semiconductors

본 보고서는 KPMG가 글로벌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설문조사(Global Semiconductor Survey)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경영진들이 추구하는 경영 방향과 매출 동향 , 수익성 ,

지역별 성장률, 제품 및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17년은 수익성과 투자에 대한

제한된 기대 등으로 인해 완만한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3년 후 전망 역시 유사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M&A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반도체 매출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는

응답자의 54%가 미국을 택했는데 , 이는 IoT 및 자율

주행차에 대한 기대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이유로 가장 높은 성장기회를 가진 반도체 기술로

센서/MEMS를 지목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5G 무선통신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술 발전 속도가 더뎌지면서 혁신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비용-효율 측면에서 기존에 보유

중인 기술들을 개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미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은

M&A와 R&D 등 최선의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pmg-global-semiconductor-outlook-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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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umption patterns impact our behaviour

8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인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6월 아이폰

3G의 등장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며, 이후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는 사람들의 데이터 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KPMG

체코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의 주 이용자 층, 모바일 데이터의 평균

이용량, 모바일 인터넷의 활용,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체코 내에서 시행한 연구

프로젝트와 함께 여타 국가의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명 중 1명은 모바일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인터넷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모바일

데이터의 사용이 일상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가 주는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받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체코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초기 단계이지만 충분히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젊은 층의 긍정적인 태도가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KPMG 체코는 향후

체코의 데이터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cz/pdf/kpmg-data-consumption-patterns-impact-our-behaviou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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