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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

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글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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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금융산업 #데이터 #핀테크 #규제

본 보고서는 금융서비스 및 관련 기술 부문 전문가 30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래 금융서비스의 진화 방향과 금융업계에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변화 중 일부는 기존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띄기도 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의

금융서비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고 협력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데이터, 고객관계, 규제, 사업모델의 4가지 핵심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금융산업의 모습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관계에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규제당국은 앞으로 금융활동 자체를 감독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자동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적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문가 30인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

금융서비스에서 CEO의 역할 , 사업모델 , 미래의 고객군 ,

데이터와 분석 역량, 규제와 신뢰, 금융서비스 회사의 운영방식

등 6가지 부문에서 나타날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제시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이광용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1
kwangyonglee@kr.kpmg.com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금융] 30 Voices on 2030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GCKTL/01/30_voices_2030.pdf#search=%2A
https://intra.ema.kpmg.com/sites/KPMGI/GMC/TL/GCKTL/01/30_voices_2030.pdf#search=%2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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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 #Venture Capital #투자

Venture Pulse의 2018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캐피털(VC)투자는 3,108건의 거래에 총 698억 달러가 투자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분기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5건이 거래되며 글로벌 VC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 인공지능이 가장 주목받는 투자 분야로

부각되며, 오토테크, 사이버 보안, 어그테크(Agtech, Agricultural

Technology), 생명공학 분야도 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Ayden와 미국 DocuSign의 성공적 IPO 및 Microsoft의

GitHub 인수 등 VC 회수시장도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후기(late-stage)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며, 1,859건의 거래에 273억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Faraday Future와 Lyft 등 9개의 메가딜에

2.5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 상위 10개 딜 중 9개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동분기 466건의 거래에 359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며, VC투자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의 Ant Financial 등 중국 기업이 글로벌 TOP 10 메가딜 중

8개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 , 631건의 거래에 5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분기 상위 4개 거래 중 3개가 영국에서 성사되며 영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VC투자 활동은 2018년 3분기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세제 개혁의 영향으로 상당한

투자금이 VC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 향후

자율주행, 헬스테크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는 블록체인에

이어 주요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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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는 Global CEO Outlook을 통해 매해 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한 전 세계 CEO의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18 Global CEO Outlook는 1,3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조사

대상 CEO 중 테크 산업에 속한 104명 CEO의 응답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테크 산업 CEO들이 바라본 미래의 테크

산업의 변화상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테크 산업에 속한 대다수 CEO는 당사가 연평균 2~5%의

성장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테크 기업의 CEO는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에서 예지력 있는(Visionary)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첩성(Agility)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셋째로,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테크 기업 CEO는 AI를 통해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리스크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CEO의 60%는 AI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체되는 일자리보다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넷째로, 절반 이상의 테크 기업 CEO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봤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보호에 책임을 다하며 초연결성이 가져올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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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신규 진입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 소비자의 생활에 각종 첨단기술이 침투하는 등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은 내적 성장(Organic Growth)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소비재 기업의 내적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KPMG는 2016년부터

해마다 소비재 기업의 ‘내적 성장 지수 (Organic Growth

Barometer)’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유럽 증시에 상장된 49개 선도 소비재 기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49개 기업 FY2017 연간 성장률의

중앙값은 FY2016 대비 다소 하락한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의

중앙값은 3.2%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한

3.4% 대비 0.2%p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 4.1%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달성한 기업 그룹에는 명품 혹은

뷰티∙식음료 분야 관련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내적 성장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상위 기업은 자사 전 부문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에 의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명확한 디지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 성장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전략적 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 소비재 기업의 궁극적 고객은 소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 소비자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 다섯째 , 자사의

성장동력이 인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소비재 기업은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자사 전략을

결점 없이 실행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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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는 ‘Global Organic Milk Production Market Report’에서

전 세계 유기농 우유 시장 현황 및 도전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우유 시장 규모는 전체

우유 시장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기농 우유 생산량은 미국, 중국, 독일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프랑스 ,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유기농 우유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판매

가격이 모두 일반 우유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하에서 KPMG는 유기농 우유 생산에

종사하는 농장 및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 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의 전환에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지출과 수익 간 시간차를 발생시켜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국가별로

유기농 우유의 인증 기준이 상이해 제품 수출 시 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둘째,

생산자는 유기농 우유 생산에 드는 자원의 비용과 조달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기농 우유 생산에 소요되는

유기농 사료 및 비료는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 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유기농 사료와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는 다른 프리미엄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농 우유는 아몬드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 목초 우유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경쟁 제품의 동향과 이에

따른 유기농 우유 수요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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