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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Navigating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under

the new US administ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미국 내 인프라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 하였고 , 이미 약 61억 달러

규모의 키스톤 XL 프로젝트 및 다코타 송유관 건설 진행의

행정명령에 승인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레드테이프(Red Tape, 관료적 형식주의)에 혐오감을 표해

왔으며, 프로세스의 간소화, 추가적 자금지원,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승인, 부분적 책임 철폐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이 향후 인프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단 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인프라 건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속도는 매우 더뎠지만, 새 정부는 승인 프로세스의

중복절차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민간업계가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및노하우,자본등에대해고무적으로강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나 재무부(Treasury)는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연방 자산이 PPP에 투자하는 것을

차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PPP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foresi
ght-52-navigating-infra-opportunities-under-new-us-
administ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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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Beyond Brexit: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브렉시트를선언한영국은정치,경제,사회분야뿐만아니라

자국내 교육과 연구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당면해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대학들은 매년 EU로부터 12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EU의자금지원을기대할수없게될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대표 6개 명문대학을 의미하는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18%는 영국

이외의다른유럽지역에서왔습니다.브렉시트로인해우수

연구인력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로 빠져나가게 되면

영국대학의연구능력이떨어질위험이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교육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대비해야 할 8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① 조직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② 관리자 및 교직원, 연구자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해야합니다.③초기프로젝트및

연구계획에대한명확한설정을해야합니다.④프로젝트및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적인 검토와 조정을 시행

해야합니다. ⑤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의 다양한 실사를

수행을 해야합니다. ⑥ 이해관계자간의 투명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⑦ 파트너십 종료에 대비한 적절한 출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⑧ 재무 및 법률 전문가를 활용한

선제적운영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eyond_brex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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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ublications in March 2017

On the front 

desk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Better Pill 

to Swallow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etter_pill_to_swallo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etter_pill_to_swallow.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on-the-front-des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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