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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핀테크, #금융산업, #혁신

KPMG와 핀테크 벤처 투자기관인 H2 Ventures가 함께 발간한

2017 Fintech 100은 ‘글로벌 50대 리딩 핀테크 기업’과 ‘글로벌

50대 이머징 핀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제공하는 총 100개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핀테크 100대 기업들은 총 자본, 자본의 증가율, 지리 및 산업의

다양성, 소비자와 시장의 인지도, X-인자(상품 및 서비스 혁신의

정도 )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핀테크 100대 기업들은 2016 년 22개국에서 2017년

29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한국, 멕시코 , 폴란드의 기업들이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핀테크의 확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리딩 기업 10위 가운데 중국 기업이 5개를

차 지 했 으 며 , 중 국 의 앤 트 파 이 낸 셜 (Ant Financial) 과

종 안 보 험 (ZhongAn), 취 뎬 (Qudian) 이 1 위 ~3 위 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핀테크 기업에서는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영국이 50개 기업 가운데 26개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고,

호주도 10개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괄목

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핀테크 100대 기업의 서비스 분야별로는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 (21개), 자본시장(15개), 보험(12개), 자산운용 (7개),

레그테크 (Reg Tech) 및 사이버보안 (6개 ), 블록체인 및

디지털통화(4개), 데이터 및 분석(3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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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소비자행동 #FiveMys #STEP분석

오늘날의 소비자 행동은 점차 다차원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비즈니스에 접목해야 합니다.

KPMG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까지 즉,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사 회 (Social), 기 술 (Technological), 경 제 (Economic),

정치적(Political)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STEP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업이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Five Mys’라는 다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세대별·국가별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미국 , 영국 , 중국 , 인도 4개국의 1만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100여명 소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Five Mys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인 ‘My

motivation’, 소비자의 관심이 이끌리는 과정과 방법을 나타내는

‘My attention‘, 각종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 공유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설명하는 ‘My connection’, 제한된 시간을 어느

곳에,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My watch’, 가진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My wallet’의

다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Five Mys는 기업이 고객의 의사결정,

선호도, 지출에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 니 다 . KPMG 는 기 업 에 게 Five Mys 를 통 해

비즈니스에서의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KPMG는 기업들이 Five Mys 각 요소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며, 소비자의 삶과 의사결정에 이들 요소가 각각 어떻게 작용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고객

행동을 파악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즉 , 완전히 소비자의 관점으로 파고들어가 관점을 뒤집어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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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유통 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보급, 규제 변화 등으로 경영 환경과 함께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유통 업계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통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며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 한 분야만큼은 타

경쟁업체 대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즉 ,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 유통업계에 파괴적

영향(disruptive influences)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PMG는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로

가 치 (value), 편 의 성 (convenience), 경 험 (experience) 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가치·편의성·새로운 경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괴적 영향을 미치며 발 빠르게 차별화를

꾀하며 성과를 거두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안경 유통전문점인 와비파커(Warby

Parker)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비용 절감, 공급하는 상품의 표준화·간소화, 지역별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둘째, 편의성 측면에서는

식료품 정기 배달업체인 헬로프레시(Hello Fresh)를 예로 들며,

끊김 없는(seamless) 조직·채널 구축,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마련 , IT기술의 적극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 측면에서는 개인 맞춤형 패션 스타일링

제안 업체인 스레드닷컴 (Thread.com)을 꼽았습니다 .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객 중심적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가치사슬 상에 연결된

이해관계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데이터 중심의 고객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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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서부

시드니(Western Sydney) 지역은 항공 물류의 발달, 첨단 농업

기술 보유, 신선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 및 호주의 높은

브랜드 가치 등의 측면에서 신선식품 생산 및 공급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KPMG는 서부 시드니의

신선식품구역 (Fresh Food Precinct, FFP)에 주목하고 , 해당

구역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서부 시드니의 신선식품구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신선식품구역이 서부 시드니 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근방에 위치하여 이곳에서 수확된 신선식품은

비행기를 통해 전세계로 36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빠른 배송 시스템은 고품질의 호주

신선식품에 대해 구매의사를 가진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KPMG는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주에서 파종, 실내 재배, 에너지 및 수분 관리시스템 등

식품 생산 및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활용으로

식품 생산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 이는 호주의 식품 안전·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식품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글로벌 식품 시장 내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KPMG는 수출국의 규제를 준수한 식품 인증 시스템의

도입은 식품 수출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조언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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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s the IOC business model dead?

Keywords ▶ #석유기업, #유가, #원유수요, #원유공급, #전기차, #재생에너지

국제 석유기업들의 미래는 최근 들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가는 한동안 배럴당 50~60달러 사이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출현으로 가솔린의 수요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국가들은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됨과 동시에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은 국제 석유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제 석유기업들의 원유 공급량은 2010년의 생산수준을 회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감소한 비축유 또한 원유 공급

잠재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한편, 국제 석유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대비 부채가 50%

증가한 상황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수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과 다른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업스트림 포트폴리오 수정과 비용 감축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자의 호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계 선도기업들의

경우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 토탈(Total)은 2016년 배터리 회사인

사프트 (Saft)와 그린에너지 공급자인 람프리스 (Lampiris)를

인수하였습니다 . 로열더치쉘 (Royal Dutch Shell)은 풍력에

초 점 을 맞 춘 그 린 에 너 지 부 서 를 신 설 했 고 ,

엑손모빌(ExxonMobil)은 재생에너지에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선언하며 탄소 포집·저장과 에너지 절약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석유기업들이 지닌 높은 유연성과

기술수준, 시장지위, 전문성 및 네트워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에 유리하므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

에너지 시장을 준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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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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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1/is-the-ioc-business-model-dead.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1/is-the-ioc-business-model-dead.pdf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7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산업은 새로운 변화에

당면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대체 솔루션이 부동산 산업에서 주류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부동산 기업들은 이러한

위협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동산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핀테크와 같은 IT기술이

금융 서비스 산업에 접목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도 IT기술을 어떻게 부동산 산업에 접목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 프롭테크(Prop Tech)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을 뜻하는 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 부동산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서비스(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 ,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등)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프롭테크 도입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의

견해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위한 각 사의 전략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이를 위해 KPMG는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46%),

미주 (29%), 아시아태평양 (25%) 지역의 33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프롭테크는 부동산 업계에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인식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 하지만 프롭테크의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이 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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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What Works: The triple win

선진국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중동 등 신흥 국가들이 의료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헬스케어

PPP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세계 정부 및 민간 부문 파트너가

다양한 기술 및 접근방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PP방식의 헬스케어는 정부가 한정된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시민 입장에서도

비슷한 비용이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UHC 관련 PPP는 많은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큰 규모의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흥 국가에서 진행되는 PPP는 과거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던

PPP 실패 경험을 통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흥 국가에서 진행되는 UHC

PPP는 반대로 선진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선진국에는 PPP가 주로 전통적인 병원 자산이나

의료 기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신흥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나 적용방법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①공공보험이나 1차 진료 등의 부문에서 공공 기관의 새로운

역할, ②통신회사, 훈련기관, 생명과학 관련 회사, 다국적 공급망

체인을 갖춘 기업 등과 같은 새로운 민간 기관 파트너의 등장,

③가치나 소비자 기반 모델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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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인한 파괴적 혁신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인도 또한 이와 같은 파괴적 혁신이 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 인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인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인도 정부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Digital India’란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인도가 디지털

기반의 ‘지능 경제 (Intelligent economy)’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인도에서의 인공지능(AI),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 D&A(Data & Analytics),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인도의 헬스케어와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공통적 문제점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과거

IT인프라와 오퍼레이션 모델을 유지한다는 점,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며 혁신을 촉진시키고, 민첩성과

안정성이높은 IT 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을 위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언했습니다. ①신기술을 다루기 위한 인력 재교육, ②디지털 격차

해소, ③사물인터넷 · 3D프린팅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④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⑤스타트업 지원,

⑥강력한보안및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을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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