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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thinking Manufacturing: Designing a UK 
industrial strategy for the age of Industry 4.0

영국의 제조업은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Industry 4.0’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브렉시트(Brexit)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는 특히

제조업에서의 통상규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KPMG는 최근의 변화를 영국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생산 및 판매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제조업체들이 ①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 ②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인재를

확보하며, ③브렉시트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 Industry 4.0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도입, R&D 투자 확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 내 빠른 혁신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동화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제조업체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를 단순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세부적으로 공급망 해외이전 계획과 EU지역의 소비자

맞춤 지원전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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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Energy2Go: The new battleground for
energy customer

최근 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기술진보가 국경과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 기존 업계에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가스 회사가

전력을 판매하고 , 슈퍼마켓과 은행이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소비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하여 단일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주요 역할을 하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럽은 국경간 에너지 요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 유럽의 에너지 포럼인

eblX(Energy Business Information eXchange)는 소비자가

어떠한 국가에서 그리드를 사용하든지간에 공급자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의 교환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럼에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조직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교한 플랫폼을 지닌 에너지 기업들만이 새로운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구매할

때 어떻게 유연성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2/foresi

ght-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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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Reshoring Opportunity

브렉시트 (Brexit) 이후 영국 기업들은 제조 설비를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며 , 현재의 파운드화 약세는 내수와

수출에서 영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용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고객들이 적시( just-in-time)의 배송 스케줄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②영국이 WTO 체제로 복귀한다면 EU의

생산품에 영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어느

정도인가? ③외국 회사와 비교할 때 리쇼어링 이후에 영국

기업이 얻는 비용, 규제 혹은 다른 측면에서의 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④영국에 생산시설을 지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배송 기일을 맞추기 위해 영국 내

창고에 재고를 비축해 둘 수 있는가? ⑤유럽 지역의 창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영국 제품의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 ? ⑥파운드화 가치가 원상 복귀된다면 영국

생산공장의 활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보고에서는 향후 리쇼어링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의 6가지 사항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3/Brexi

t-and-reshor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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