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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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ystifying Digital Labor-The layman’s

Guide to the Spectrum of Robotics and

Automation

디지털 노동,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동의 자동화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 디지털화와 같은 용어와 함께

비즈니스 지식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보강하거나

자동화하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단순 반복 노동에서부터 지금껏 대체 불가했던

인지 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한 디지털

노동의 범위는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노동의 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화의 범주에 따라 1)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2) 향상된 프로세스 자동화 3) 인지 자동화 세

가지로 구분하고 범주의 특성 및 역할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노동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노동력의 50%를 없앨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회계사와 같은 기능적 업무는 자동화에 의해 진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회계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의 본질이 회계를 훨씬

뛰어넘어 더 분석적이고 훨씬 더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계 분야 자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에 기반을 둔 다른 대부분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동을 이해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pmg-institutes.com/content/dam/kpmg/advisory-
institute/pdf/2016/demistifying-digital-lab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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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ecurity and the IoT Ecosystem

IoT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IoT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한 응용프로그램, 연결 장비 및 고급

분석만 아니라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신뢰에 관한 엄격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잠재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KPMG International

에서는 IoT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신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몇 가지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업계·학계 전문가와의 일대일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IoT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신뢰에 관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5 가지 핵심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oT 시장은

진화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 및 신뢰와 관련된 우려도

시장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안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IoT 생태계는 IoT 보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태계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셋째 , 보안은

고객과 함께 처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보안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IoT 보안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지능화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 및 규제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가속화 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모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pdf/2015/12/sec
urity-and-the-iot-ecosyste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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