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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UK?
The UK materials for mobility market is worth £51bn per year,
with potential growth of more than £18bn over the next five
years. Demand for new materials is being generated by a stepchange in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rom the
transportation and other high value sectors including:
• £6bn in well established materials;
metals, polymers, glass, ceramics 		
and technical textiles.
• £11bn in composites and ceramics,
where there are ambitious growth
targets with new market opportunities.
• £1.5bn in new and emerging 		
materials subsets which have large
long term growth potential.
The global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y revenue is projected to grow
4.1% in 2018 as the demand for airliners
grows, with Airbus and Boeing’s 20 year
forecast predicting the need for over
33,000 new aircraft, double the world’s
current fleet size, and worth over $5.3
trillion. Global emissions however must
remain flat at 2%. Alongside the growth
of the train, autonomous flying vehicles
and space markets, there is significant
opportunity for the UK to exploit its
advanced materials expertise.
UK R&D strength and government
commitment
Materials science is a longstanding
UK strength. The UK developed
carbon fibre composites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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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now make up 52% by weight
of the latest generation of aircraft.
Internationally recognised universities
and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sations in materials and
manufacturing, such as TWI,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Lucideon, RAPRA
and MPI, continue to lead advanced
materials innovation supported by
significant investment:
• £465m UKRI investment in a
portfolio of 482 research and 		
innovation projects since 2013.
• £250m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UK's 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materials, research and innovation,
the Sir Henry Royce Institute.
• £600m UKRI invest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in the High
Value Manufacturing Catapult, 		
providing state-of-the-art open		
access advanced product pilot line
capabilities.
• BEIS investment of £50m per year
into NPL, with one of the key 		
elements be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dvanced
materials.

• £60m expansion at TWI for the 		
industry led Structural Integrity 		
Research Foundation.
The UK has extensive high quality
research capability in universities,
institutes and doctoral training, with
strong industry collaboration across
every region. National institutes
and facilities such as the Advanced
Propulsion Centre, the Faraday
Institute and Aerospace Technology
Institute provide world-leading
modelling, characterisation, fabrication
and scale-up infrastructure and
expertise.
UK industry
Much of the UK's world class
capability in transport sectors is due
to its success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The UK has
a buoyant automotive sector and
produces 1.6 million vehicles per year.
Major automotive companies include
Jaguar Land Rover, Nissan, Honda,
Bentley, McLaren and component
suppliers GKN, TRW, Meggit, Nifco,
Gestamp and Magna.

introduction and then modifications
to suit different circuits and changing
rules, exemplifies the agility of the UK’s
ability to implement lightweight and
high performance materials.
The UK’s aerospace industry, ranked
second in the world to the US, is a
similar success story with a turnover of
£31.8bn in 2016 accounting for 12% of
total UK export of goods and currently
invests £4bn per annum in R&D with
a high degree of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Companies with
significant presence in the UK include
Airbus, Rolls Royce, BAE, Bombardier
and Leonardo; supported by GKN,
Spirit, GE and UTC.

In addition the UK has a strong
motorsport sector worth £10bn
per annum; 40,000 employees,
25% R&D budget and hosts seven
of the ten Formula 1 teams. The
fast development from concep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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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UK?
영국의 모빌리티(mobility) 시장 용 소재산업은 매년 약 76
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매년
약 27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운송 및 기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성능과 기술을 큰 폭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속, 폴리머, 유리, 세라믹, 기능성
섬유 등 기존에 널리 쓰이는 소재의
시장 규모: 약 8조 9천억.
•신 시장 개척 기회는 물론 상당한
규모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소재/세라믹 시장 규모: 약 16조
3천억.
•신소재/첨단소재에서 파생된, 장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 규모: 약
2조 2천억.
2018년 총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항공/방산 산업은 4.1% 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기의 수요가
늘고 있음은 물론, 에어버스와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6031조원의 가치를
상회하는 3만 3천대 가량의 신규
여객기 수요가 창출되어 전 세계
여객기 수가 두 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2%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차, 자동항법비행기,
우주 등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영국의 첨단소재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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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D strength and government
commitment
영국은 소재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선두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영국은
1960년대에 이미 탄소섬유복합재를
개발했으며, 이 소재는 현재
중량 기준으로 볼 때 최신 항공기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공립용접연구소(TWI),
국가물리연구소(NPL), 루시디온
(Lucideon), 폴리머복합재산업협회
(RAPRA), 막스플랑크연구소(MPI)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연구,
기술기업은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유치하며 꾸준히 첨단 신소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영국연구혁신기구		
(UKRI) 주도로 482개의 연구 혁신
프로젝트에 약 6천 9백억 원 투자.
•영국 국가 신소재 연구혁신 기관인
헨리로이스경연구소(Sir Henry
Royce Institute)에서 약 3천 7백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영국연구혁신기구는 향후 5
년 간 약 8천 9백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제조발전 프로젝트(High

Value Manufacturing Catapult)		
를 진행하여 최첨단 신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시범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신소재 국제표준 개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물리연구소에 약
7백 4십억 원을 투자.
•관련산업 주도로
구조적무결성연구재단(SIRF)을
조성하기 위해 영국공립용접연구소에
약 8백 9십억 원 규모의 확장 투자.
영국은 대학, 연구소, 박사연구 과정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양질의 연구
역량을 구축해왔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지역 내에 탄탄한 사업협력
기반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첨단추진센터(APC), 패러데이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가 연구소 및
시설은 현재 세계 기술발전 최전선에
속하는 모델링, 특성분석, 제조,
스케일업(scale-up) 관련 인프라 및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K industry
영국이 교통 분야에서 최정상급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은 신소재 개발 성공의
힘이 컸습니다. 호황기를 맞고 있는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매년 16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혼자, 벤틀리, 맥라렌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GKN,
TRW, 매깃, 니프코, 게스탐프, 마그나
등 부품업체까지 영국을 무대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매년 약 14조 8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4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25% R&D예산 유치, 10
대 포뮬러 원 팀 중 7개의 팀 유치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터스포츠 분야도
뺴놓을 수 없습니다. 개념 설계부터
시장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레이싱 서킷이나 규칙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이 그만큼 경량/고성능 소재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민첩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의 항공우주산업 역시 2016년 약
47조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영국
상품 수출의 12%를 담당했습니다.
영국 항공우주산업은 현재 매년 약 5
조 9천억 원을 투자하여 산학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현재
GKN, 스프리트, GE, UTC와 같은
업체와 손잡고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BAE, 봄바디어, 레오나르도 등의
기업이 영국 항공우주산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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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O Innovation Solutions

A

corn2Oak Innovation Solutions
Ltd (A2O) was founded by
Dr Chris Berg a Chartered
Engineer with over four decades of
industrial, academic and innovation
experience in the automotive,
aerospace, marine, rail and oil & gas
sector. The A2O customer focused
technology portfolio has evolved
from acknowledging the barriers
to advanced materials adoption;
prohibitive manufacturing costs an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structural
integrity of such materials.

Transportation and renewable
energy are the prime focus for A2O’s
technologies for cost effective vehicle
lightweighting, improved energy
efficiency, CO2 emissions reduction,
plus enhanced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mobility.

By applying advanced engineering
techniques, developed with a network
of collaborators including CERN, STFC
and The Hartree Centre, A2O provides
solutions with customer focused
scalabl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roactive material integrity monitoring
to ensure component reliability and
system availability.

Collaboration Opportunities
• Application developers facing barriers
to adopting advanced materials.
• Advanced composite companies that
recognise a need to focus on end user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integrated
supply chain.
• Research institutions wishing to
commercialise advanced material 		
solutions.
• R&D collaborators developing smart
city and future transport infrastructure
systems who could benefit from A2O’s
technologies.

A2O is now firmly in its growth phase
with commercial traction for its
technologies and is actively engaged
with large blue chip corpo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s.

DETAILS
Name:

Dr Chris Berg PhD, CEng, MInstMC

Email:

chris.berg@a2ois.com

Telephon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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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7733 105 766

www.a2ois.com

A2O Innovation Solutions
Acorn2Oak Innovation Solutions(A2O
)은 산학연(産學硏)을 넘나들며
자동차, 항공, 해양, 철도, 석유/가스
등의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해 온
공인기술자인 Chris Berg 박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A2O는 첨단소재 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벽, 첨단소재 생산에
수반되는 상당한 제조 비용, 첨단
소재의 구조적 불확실성 등 자사
고객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가며 고객 중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영국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
하트리센터(Hartree Centre) 공동연구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첨단 공학기술을
적용한 A2O 솔루션은 확장성을
갖춘 고객 중심 제조 공정은 물론,
성분 신뢰성 및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성격의 소재
무결성(integrity)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2O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성장가도에
들어섰으며, 일류대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향후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2O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송/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 차량 경량화 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이산화탄소배출
저감기술, 이동성 신뢰도/가용도
향상기술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협력 기회:
•첨단소재 응용을 연구하는 개발자.
•효과적으로 통합된 공급망을
요구하는 고객을 만족시킬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 첨단복합소재 관련
회사.
•첨단소재 솔루션 기술사업화에 관심
있는 연구기관.
•A2O 기술의 장점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미래 운송인프라시스템
공동개발에 관심이 있는 R&D 		
담당자

DETAILS
Name:

Dr Chris Berg PhD, CEng, MInstMC

Email:

chris.berg@a2ois.com

Telephone:
Website:

+44 (0)7733 105 766

www.a2o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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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he visit
Louise, Enterprise Europe Network South West Project Lead
is overseeing the visit on behalf of Innovate UK and EEN.
Louise Hooker
Louise.hooker@businesswest.co.uk
Telephone: +44 (0)7850 300 575
Website: www.businesswest.co.uk
Twitter: @EENSW
Name:
Email:

Jayne, Enterprise Europe Network Sector Lead Advanced
Engineering & Manufacturing is supporting the visit
on behalf of Innovate UK and EEN.
Jayne Codling
jayne.codling@businesswest.co.uk
Telephone: +44 (0)7384 461031
Website: www.enterprise-europe.co.uk
Twitter: @JayneCodling
Nam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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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he visit
Louise Hooker는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프로젝트 총괄(Lead)로서 Innovate UK와 영국 EEN
의 대표로 이번 영국 기업사절단 방한 프로그램 주관
담당자입니다.
Louise Hooker
Louise.hooker@businesswest.co.uk
Telephone: +44 (0)7850 300 575
Website: www.businesswest.co.uk
Twitter: @EENSW
Name:
Email:

Jayne Codling은 EEN의 첨단공학/제조분야 총괄(Sector
Lead)로서 Innovate UK 및 EEN을 대표하여 이번 방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Jayne Codling
jayne.codling@businesswest.co.uk
Telephone: +44 (0)7384 461031
Website: www.enterprise-europe.co.uk
Twitter: @JayneCodling
Nam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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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e UK lead
Ellen is National Contact Point and Global Innovation lead for
Advanced Materials. She is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helping
companies apply for, Horizon 2020 funding. She also works with
stakeholders to ensure that the European framework programmes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UK researchers. She helps companies
form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Ellen Pope
ellen.pope@innovateuk.ukri.org
Telephone: +44 (0)7789 981 775
Website: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Twitter: @Dr_EGP
Name:
Email:

Ben is lead technologist in Advanced Materials. He is
responsible for helping businesses commercialise advanced
materials and co-ordinating support for companies so
that they can compete with innovative new materials in
international markets.
Ben Walsh
Ben.walsh@innovateuk.ukri.org
Telephone: +44 07824 482 301
Website: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Twitter: @dr_benwalsh
Nam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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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e UK lead
Ellen Pope는 첨단소재 국가별연락담당관(NCP) 및 글로벌
혁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기금조성에 지원하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연구진의 관심사가 유럽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FP)
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 파트너십 및
협업을 독려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Ellen Pope
ellen.pope@innovateuk.ukri.org
Telephone: +44 (0)7789 981 775
Website: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Twitter: @Dr_EGP
Name:
Email:

벤 왈쉬는 첨단소재 기술 총괄입니다. 첨단소재 기술사업화
담당자이자 혁신적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입니다.
Ben Walsh
Ben.walsh@innovateuk.ukri.org
Telephone: +44 07824 482 301
Website: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Twitter: @dr_benwalsh
Nam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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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Innovate UK
Innovate UK is the UK’s innovation agency and its aims
are to drive productivity and growth by supporting
businesses to realise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develop ideas and make them a commercial success.
With a strong business focus, Innovate UK drives growth
by working with companies to de-risk, enable and
support innovation. To do this, Innovate UK works to:
• determine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s will drive future economic growth.
• meet UK innovators with great ideas.
• fund the strongest opportunities.
• connect innovators with the right partners they need
to succeed.
• help innovators launch, build and grow successful 		
businesses.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 is jointly funded by Innovate UK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nd forms a key part of Innovate UK’s
‘Connect Strategy’, which aims to help businesses connect
with the right support, funding and opportunities.
EEN helps businesses increase their innovation
capacity, find new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 and overcome the barriers they face in the
commercialisation of their innovation.
EEN operates in over 60 countries and provides UK
businesses with global reach to identify international
partners for collaborative R & D, tech transfer or
the commercialisation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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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Innovate UK(구 영국기술전략위원회)는 영국의
혁신전담 공공기관으로, 그 목표는 신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달성하도록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업분야를 설정하여 활동하는 Innovate UK
는 기업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이면서 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주도합니다.
이를 위해 Innovate UK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과학기술개발분야 선정
•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영국 혁신가와의 교류
• 가장 유망한 분야에 투자
• 각 혁신가에게 성공에 필요한 적합한 파트너 연계
• 혁신가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개시, 구축 및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은 Innovate UK
와 유럽위원회(EC)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에 적합한 지원, 자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Innovate UK의 ‘연결전략(Connect Strategy)’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EN은 기업이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국내외
파트너를 찾고, 혁신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60여 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EEN은 세계를
무대로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의 분야에서
영국기업과 함께할 국제파트너 발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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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HAPPEN...
The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 helps
ambitious businesses innovate and grow
internationally. Jointly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nnovate UK, we provide expert
advice and support for businesses looking to
commercialise ideas and succeed in new marke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and other market
visits, contact us:
E: contact@enterprise-europe.co.uk
W: www.enterprise-europe.co.uk
@EEN_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