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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New’ Consumer is Driving a New Type of 
M&A

기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브랜드 인지도 ·제품

품질·가격 등의 요인만을 주로 고려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요소 외에도 편리하면서도 끊김없는

옴니쇼핑 경험을 제공하는지, 자신들의 건강·환경을 고려한

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유통·소비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적합한 M&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첫째,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옴니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자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과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연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M&A가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식하는 자사 이미지가 어떠한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M&A가 자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가 생각하는

‘건강(health)’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M&A 딜(deal) 선정 및 분석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consumer-
markets-whitepaper-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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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ploring the Future - Global Business Services in
Consumer Markets

최근 소비재 기업들은 수익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자사 사업 모델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KPMG는 본 보고서에서 사업 모델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GBS(Global Business Services)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GBS는 기존 분산되어 있는 중 ·후방 업무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보고서는 GBS 조직 구축에 앞서 점검해야 할 요소를

소개하는 한편 GBS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들이 GBS 전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전에 데이터 분석, 인재 관리, 프로그램

및 변화 관리, 세금 및 리스크 완화, 첨단기술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객관적 평가·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KPMG는 소비재 기업들이 GBS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비용

절감,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 유연성 강화,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강화 및 신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e/pdf/exploring-
the-fu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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