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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Brexit: Implications for Airlines – Planning for
an Uncertain Outcome

브렉시트는 항공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유럽이나 글로벌 이해관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항공산업 이해관계자들은 post-

Brexit로 원활하게 전환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항공사별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항공시장에서

영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탑승객을 기준으로 봤을 때 EU 항공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내 가장 혼잡한 Top 25 공항

중 4개의 공항이 영국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Top 11

‘Aviation Mega City’ 중 2개의 도시가 영국에 있을 만큼

영국은 항공시장에서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브렉시트의 정치적인 합의점에 이를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KPMG Global은 브렉시트로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류함으로써 , 기업이 갑작스런 상황 변화 속에서도

매뉴얼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또한 브렉시트 관련하여 조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 법률 계약 등과 같은 법적인

접근방법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rexit_Implications
_for_the_airline_industry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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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frastructure Risks 2016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인프라 산업 성장 둔화,

건설사간의 과열 수주경쟁과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 등은 현재 인프라 산업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들입니다 .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인프라 산업이

당면한 주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U를 탈퇴를 선언한 영국과 장기화 되고 있는 중국 ,

브라질 , 러시아의 경기 침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왔으나 재정적인 여력은

점차줄어들고있습니다.

인프라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줄어들면서 이를 수주하기 위한 글로벌

건설사들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건설사간의 과열 수주경쟁이 점차 저가수주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건설기업들의

수익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산업 안에서 점차 사물인터넷(IoT) 및 로봇,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신기술들이 도입되가면서 인프라

소유주들은 인프라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파장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오작동

혹은 중단, 보안 위반과 같은 IT적 위험요소들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za/pdf/2016/11/Infras
tructure-Risks-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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