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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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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Blockchain Accelerates Insurance 

Transformation

블록체인의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 전 산업군에서

블록체인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이 전

산업군에 혁명을 일으켜 기존의 가치 사슬을 뒤집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

블록체인 관련 컨소시엄이 꾸려지는 등 업계의 투자

제안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 일부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 그 밖의

업계의 블록체인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거래(transactions)를 네트워크

내에 영구불변의 상태로 기록해두는 저장소’입니다 .

블록체인의 뿌리에는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 정보의

원천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digital ledgers)＇이

있습니다 . 시스템은 디지털 원장 내에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공유 방식보다 훨씬 더

투명한 구조로 이루어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KPMG는 블록체인을 개방형 혁신을 위한

아키텍쳐 (architecture for open innovation)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분야를 보험업계로 보고, 보험 업무상 블록체인 활용 가능

분야가 무엇인지도 짚어봅니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따른

보험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업계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portal.ema.kworld.kpmg.com/Adv/GS/GCST/go_tl_lib/04/Bloc
kchain%20accelerates%20insurance%20transformation_Web%20ac
cessib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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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chnology Risk Radar

오늘날 기업들은 다양한 IT리스크 (Technology-related

Risks)에는 직면해 있습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통해

1) 뱅 킹 , 2) 보 험 , 3) 금 융 투 자 , 4) 유 통 소 비 재 ,

5)기술·미디어·정보통신, 6)헬스케어, 7)원자재, 8)제조업,

9)정부기관, 10)교육 등 주요 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Executive Summary는 금융산업이 직면한 IT리스크들과

그 파급영향에 집중했습니다 .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IT리스크로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 ,

데이터베이스의 부실화 리스크 , IT시스템 사용 불능 ,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이 꼽혔습니다 . 금융기업의

핵심업무는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IT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금융기업의 영업 중단 및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KPMG는 독자가 금융산업 내 IT 리스크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뱅킹, 보험, 금융투자 세 분야에 걸쳐

분야별 IT위험도를 1점부터 10점 사이의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는 글로벌 IT리스크 환경 동향에 대한

KPMG 금융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도 담겨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리스크 및 감사 전문가들이

금융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portal.ema.kworld.kpmg.com/Adv/SG02/go_itarc_lib/02/Tech

RiskRadar3rdEdi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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