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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Will autonomous vehicles put the brakes on 

the collision parts business?

자율주행 자동차의 다양한 이점 중 하나는 사람이 운전할

때 보다 사고가 훨씬 줄어들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차량

사고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자동차 수리 업계는 기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 수리 부품 판매는 일반적으로 OEM 매출의 3%

미만이지만 10~20%의 영업이익을 차지하여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합니다. 특히 수리 부품 판매는

금융위기 이후 신차 판매 하락으로 인한 OEM의 수익

감소를 상쇄시켜 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PMG에 따르면 점점 정교해진 자율주행 기술이 향후 5~10
년 동안 빠르게 보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OEM은 차량 수리

시장에다가올 위험에 대비하여선제적 조치를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사의 수익 감소에 대한 위험도를 계량화하고 특히

자율주행의 발달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급자,

딜러 및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감소하는 충돌 유형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한편 차량 수리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을 효율적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OEM은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카 셰어링(Car

sharing)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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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Life with the Jetsons

주요 기업들이 개인용 수직이착륙(이하 VTOL,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과거 ABC에서 방영한 시트콤 The
Jetsons와 정말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버(Uber)는 VTOL 비행택시를 위한 온

디맨드 항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구글 (Google)의 창립자 래리 페이지 (Larry Page)는

실리콘밸리에 VTOL 항공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또한 , 에어버스 (Airbus)는 ‘프로젝트

바하나’(Project Vahana)에 개인용 VTOL 항공기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용 VTOL 항공기 개발이

기존의 항공산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변동에 의한 충격

때문에 장거리에 있어서는 기존 항공기의 이용이 여전히

비용 효과적이며, VTOL 항공기는 기술적, 금전적 이유로

도시 내의 단거리 노선에만 국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TOL 항공기 개발은 신시장의 탄생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항공 기업들은 Jetsons과 닮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첫째 , 장기적인

안목으로 VTOL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기술들이

신시장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생태계에서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 또한 ,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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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Winning in a transformed marketplace: A

playbook for LNG businesses

LNG 시장은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경쟁, 옵션∙헷징 등

트레이딩 시장의 진화 , 다른 에너지원과의 수요 조정

등으로 인해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LNG 기업들은 전통적인

사업방식에서의 탈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LNG 기업들은 현재의 사업 전략, 업무 방식, 비용 구조 및

역량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대체 비즈니스 모델 수립, 포트폴리오 최적화,

LNG 프로젝트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 비용절감 ,

합작투자(JV) 관리 등을 변화하는 환경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NG 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급 업체와

구매자는 가치사슬을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확장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창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 LNG는

친환경성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LNG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고객 가치와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상당수의 LNG 생산 업체는 JV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 합리화 및 운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JV 파트너가 소극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5/winni
ng-transformed-marketplace-playbook-lng-businesses-v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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