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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산업 업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백신 보급이 하반기까지도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면산업의 회복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정

유, 자동차 등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요 및 실적 개선이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

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경기에 민감한 IT부문과 정부의 투자 지원이 집중되는 혁신산업 위주로 양호한 회복

세를 보이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과 함께 대용량메모리, 시

스템반도체 수요 증가와 차세대 반

도체로의 전환 수요로 수출 및 투자

가 증가하겠으나, 지속되는 미중 분

쟁과 글로벌 기업 간 기술력 경쟁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5G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

고 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

부 투자도 집중되어 연관산업 성장

성이 가속화될 전망

판매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차의 가파른 성장세

와 동시에 부품업체나 일부 완성차 

제조사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등 

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로 에너

지 수요가 회복되겠으나, 재생에너

지로의 전환 및 탈탄소화 정책 본격

화로 석유 수요는 점차 감소할 전망

2020 → 2021

오프라인 : 침체가 심했던 오프라인 

유통업은 제한적인 회복세로 전환

하겠으나, 온라인 유통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대형마트·백화점의 구

조조정 또는 옴니채널 구축이 지속

될 전망

온라인 : COVID-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쇼핑 채널은 지속 성장할 전

망이며 소비재 중 침체가 심했던 의

류, 화장품 등도 소비 회복과 함께 

반등 예상

은행 및 기타 금융부문 : 금융사들

은 경쟁력 강화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M&A 및 디

지털 전환 투자를 추진할 전망이며, 

ESG 도입도 확대될 전망

보험 :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산 매

각, 제판분리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한편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이 지속될 전

망이며,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제도

의 변경이 가까워지는 만큼 자본 확

충에 만전을 기여할 전망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에너지 유통소비재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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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반도체 굴기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자주 독립을 추진 중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와 함께 반도체 산업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산업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할 전망

미국의 중국 제재가 주로 시스템반도체(설계, 파운드리)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해당 산업의 지형이 변화 국면을 맞이할 전망 

2014년 DDR4 전환이 본격화된 후 7년만인 2021년에는 차세대 D램인 DDR5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

D램과 낸드 플래시 1위인 삼성전자를 견제하며 후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 기술력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의 경우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설계(팹리스)부분

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데 반해 한국의 기술 수준은 낮아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함

에 따라 팹리스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미중 갈등 이후 재고 확보를 위한 화웨이의 긴급 주문에 이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화웨이 물량 흡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들이 중국 발 물량을 소화하며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 

최근 중국 1위 파운드리업체인 SMIC가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DB하이텍 등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음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제조설비 부족과 팹리스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탈중국 영향에 힘입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이 호조를 보임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메모리 업체가 세계 메모리시장의 과반을 점유 중)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에 최적화된 초고속, 고용량 제품인 DDR5의 경우 2020년 7월 표준 규격이 발표된 데 이어 

2021년부터 관련 시장과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하는 DDR5의 개발 속도에 따라 스마트폰, PC 뿐  

아니라 서버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황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 

SK하이닉스는 DDR5 RAM 상용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각종 검증을 완료하면서 해당 제품 시장을 선점한 반면, 삼성전자

는 생산효율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아울러 기업용 SSD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인텔 낸드부문을 인수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가며 

낸드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있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 정책과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추진이 계속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 

중국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비교해 국내 산업이 경쟁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문의 

인력 육성, 기술 기반 확보에 힘쓰고 장비, 소재 부문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필요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계기로 수요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

양품률 등 품질 경쟁력과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로부터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DDR4 제품보다 DDR5제품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도 D램 생산량과 중장기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전망임을 염두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Check Points

Check Points

지정학적 측면 : 미·중 분쟁의 장기화

기술적 측면 : 메모리 반도체 (NAND, DDR5 등) 차세대 제품 기술력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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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매일경제, "후발기업들 신기술 개발에…쫓기는 메모리반도체 1위 삼성전자", 2020.11.12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2020.12

3.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브리프 14호", 2020.08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IF월간 산업 이슈(11월)", 2020.11.11

국내 수요 측면 : 시스템 반도체 관련 새로운 수요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향후 5G, 자율주행차, IoT 등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보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후발 주자인 우리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음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설계, 제작을 함께하는  종합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업과 다수의 중소 설계전문

(팹리스)기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설계 분문의 주력제품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

삼성전자의 경우 디스플레이 구동칩,모바일AP등을 설계하고 자사 수요(스마트폰, 가전)에 대응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 내 글로벌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가 선정한 '빅3 혁신사업'에 시스템반도체 분야, 미래차 분야가  포함되면서 여타 팹리스 기업의 이미지 센서 등 차량용 

반도체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TV등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디스플레이 구동칩 부문의 

매출도 성장하는 중

국내 팹리스 1위인 실리콘웍스도 전력관리 반도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가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으로 사업 다변화

를 추진 중

팹리스와 수요 대기업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을 기획하며 연구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약 2배 크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 분야인데다,  

기술집약적인 요소가 강해 소량 생산에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 전략 수립 

필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나 AI 반도체 시장 변화, 전 산업의 ICT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스템반도체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수요 산업과 협력관계 강화할 필요

Check Points

42021년 산업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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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주파 5G 수요확대

초저지연 통신 기술에 대한 기업수요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팩토리 설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초저지연 연결성에 대한 수요측면의 압박이 증가할 것 

짧은 지연 시간을 바탕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해지고, 홀로그램 통화와 3D 입체 영상 체험 기반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 

응용이 확장될 전망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5G 28Ghz주파수 서비스 확산과 기업고객을 위주로 단독모드(SA)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초고주파는 전파 특성상 일상 상황에서 주파수 손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B2B 서비스에 

적합하며 통신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전망 

초저지연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인 모바일엣지컴퓨팅(MEC)에 대한 기업 및 공공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 3사도 

솔루션 구축, 인프라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KT는 민관협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대면 헬스케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등 MEC에 기반을 둔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 MEC 표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 중임 

SKT는 글로벌 파트너와 공통의 MEC 플랫폼을 구축해 엣지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LG유플러스는 5G MEC를 국가 산업단지 고도화 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함 

통신 3사는 원격 진단, 거리의 한계를 넘는 공장 간의 통합 생산 등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도입 시 불량률 감소 및 원가 절감, 

맞춤형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MEC상용화를 통한 매출 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SK는 인천공항 입국장 및 수화물 처리시설에 초고주파 통신망을 설치하여 안전, 방역 서비스 체계가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 중임 

KT는 공공 체육시설에 초고주파 5G를 활용하여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시 등에 5G 업무망 

설치를 앞두고 있음 

LG유플러스는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기반 학내 업무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며 5G B2B 모델을 구현 중임 

스마트캠퍼스에서부터 안전관리 불량률 점검 솔루션 등이 구축된 스마트팩토리, 공기질과 오염원을 모니터링하는 로봇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기업,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실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가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5G MEC는 통신단말과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의 중간 거점을 활용해 분산에 따른 최소 처리 성능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 여부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초저지연 기술이 내재된 설비 구축 후 생산성 향상, 체감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개선 등 수치로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구조 설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전파의 특성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초고주파 5G 레퍼런스를 구축하면서 B2B 특화 사례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 

향후 통신사마다 각기 다른 B2B 사업 전략을 매출로 극대화시킬 것임에 따라 개별 전략 성공 여부에 주목할 필요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Check Points

Check Points

02정보통신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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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초스피드 데이터 연결성에 대한 네트워크 기술 수요 확대

비디오 스트리밍의 화질이 높아지고(8K), 비디오 및 스트리밍 게임 유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종소비자의 품질 기대가 

높아지는 추세 

5G 서비스의 상용화와 품질 개선은 통신사와 장비 업체간의 합작품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하고 보다 빠른 데이터 속도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선 연계 산업의 협력강화와 투자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5G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입출력 기술(안테나 배열을 

대규모로 하여 통신용량을 높이고 송신전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요 한데, KT 등 통신사와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는 

해당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다중입출력과 관련해 현재  국내 3.5GHz 대역(개인 소비자용)이 필요한 기지국 가운데 이미 투자가 진행된 곳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통신사들의 추가 투자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제조업체의 매출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상황

해외 시장에서도 5G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중이고 기술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T 협력사 등 국내 중소업

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음 

무선주파수 전문 중소기업인 KMW는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를 전 세계 10개국에 공급하면서 중소기업이 5G 장비를 

수출한 첫 사례가 됨 

출처 :

1 전자신문, "[5G MEC 응용서비스 공공 선도 적용] 초저지연 혁신으로 '디지털 뉴딜' 실현", 2020.12.27

2 MORDOR Intelligence, "5G Services Market- Growth, Trends and Forecast(2020-2025)", 2020.11

3 신한금융투자, "2021년 산업 전망", 2020.11

4 전자신문, "이통 3사 5G 28GHz 기지국 이달 첫 개통", 2020.12.03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정부는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막고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장비업체가 특허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완화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이후 높아진 국내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통신 품질 제고에 주력해야 하며, 장비 업체 

역시 해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 있음 
Check Points

62021년 산업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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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은 COVID-19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수요 충격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로, 공급망이 일찌감치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반면 수요는 2021년까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다만 글로벌 경기회복, 신차효과 및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판매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는 COVID-19 영향에 따른 재무상황 변동 등으로 여전히 계획보다 교체시기를 미루려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

(65%)이나 2021년 상반기까지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COVID-19 조기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서도 내수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1년에는 탈탄소화 정책 본격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도입, 신차효과, 미래차

에 대한 수요 증가로 51개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전년대비 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수소차 보급 또한 활성화될 전망 

또한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배터리리스(lease) 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배터리 R&D에 따른 가격

인하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미래차 트렌드인 CASE  기술발전이 지속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M&A 또한 가속화될 전망 

이러한 미래차로의 전환 추세는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엔진, 미션 등의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에게 위기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통폐합,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예상됨 

2020년 동안 COVID-19에 따른 이동통제와 주요 수출시장 침체에 따라 내수에 집중하던 자동차 기업들은 수출시장 

회복과 함께 해외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 

2020년 동안의 자동차 판매 둔화 여파로 내연기관차 위주인 일본과 독일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에서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그룹과 푸조시트로앵(PSA)그룹이 합병한 

스텔란티스(Stellantis)가 출범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측되고 있음 

현대차는 해외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 별 판매전략을 정교화하는 등 유연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 

주요 완성차제조사(OEM)들은 각국의 환경규제 충족을 위해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2021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9,000유로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독일 공장을 전기차만 제조하는 생산기지로 전환할 계획인 BMW와 폭스바겐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반면 중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삭감으로 중국내 친환경차 점유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는 보조금 삭감의 여파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

OEM들은 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GM은 미래차 개발 기술인력을 3,000명 신규 채용하였고, 현대차도 

미래차 연구개발 인재 수백명을 채용 예정. 다임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천 명 고용을 위해 전통적인 부품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

현재 미국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소차는 한국 및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COVID -19 이후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회복

미래차로의 전환

*

*CASE: 연결성,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03자동차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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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경험에 대한 고객 기대치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가운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과정에의 디지털 도구 도입이 

자동차 산업으로도 본격 확대될 전망

자동차 온라인판매는 팬데믹 이전 약 5%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모빌리티 확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 중이며, 폭스바겐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후 ID.3 전기차를 

딜러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찰제로 판매 중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최근100%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클릭 투 바이'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고

차업체인 케이카(K-car)는 최근 온라인 거래비중이 34%까지 확대됨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우버, 그랩(국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등의 기업이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하여 

시장을 확대해 왔으며 OEM은 이러한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투자를 하여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술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 

환경 규제, 가파른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미래차 개발 및 출시에 주력하되 COVID-19로부터의 업황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차량 모델 판매를 위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기술 등 주요 기술의 선제적 개발로 주도권을 선점하되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을 빠르게 추진하여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려는 I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 

온라인 판매채널로의 전환에 미진하게 대응할 경우 판매 채널에 대한 독점권 약화와 제3자에 대한 의존도 강화로 

공급자로서 가격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옴니채널을 공고히 하는 전략 필요 

산업 구조 변화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신사업영역 개척, 

통폐합 등의 변화가 필요

출처 :

1 Deloitte,"The State of Consumer Tracker", 2020.12

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ustries in 2021", 2020.10

3 산업은행, "전기차 시대 도래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방안", 2017.02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Check Points

디지털 플랫폼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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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탈탄소화 정책 추진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본격화

세계 각국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전망

유럽은 그린딜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

전세계적 탈탄소화 추진이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

성이 높고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도 확대될 전망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라 탈탄소화를 추구하고자 에너지 산업에서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그린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그린수소 등 신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유럽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해상풍력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모든 전기에너지의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제시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인프라 녹색전환에 30조원, 친환경에너지 확산에 

36조원을 투입할 예정 

각국의 그린에너지 정책과 바이든 공약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업종 내 기업들은 석탄 대신 수소로 철을 만드는 설비에 투자하거나 폐기물을 연료화 또는 

화학화 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는 노력 진행 중. 미쓰비시(Mitsubishi) 중공업은 2021년 유럽에서 수소 제철 실증 

플랜트를 시운전할 계획이며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공법 연구에 대규모 투자 계획. 누리온(Nouryon)은 폐기물 화학화 

공장 개발

블랙록(Blackrock), 바클레이스(Barclays)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고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이 이러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선언

각국은 탄소저감 기술인 탄소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CCUS) 개발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옥시덴탈(Occidental)은 CCUS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GE), 엑손모빌(Exxon Mobile) 등이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중

주요 글로벌 기업 및 국내기업은 사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구글(Google), 애플

(Apple), BMW, SK그룹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추세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지위 확보를 시도하

고 있으며, 수소 분야에서는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SK 등이 액화수소 설비 및 밸류체인 구축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가

스공사는 수소사업본부를 신설  

출처 : 

1 하나금융투자, "유틸리티: 한국 에너지 전환 조건–전기요금 정상화", 2020.11

2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0.12.08

3 한국기계연구원,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2021.01

4 BP, "Energy Outlook 2020", 2020.09

5 The Chemical Engineer, "New cracker funace to reduce Shell’s emissions in the Netherlands", 2020.09.30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04에너지 Energy

2021년 전망



2021 No.17

10

유가전망

석유 수요는 COVID-19 봉쇄조치 여파로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EIA는 2021년 4분기 세계 석유 소비량이 COVID-19 이전인 하루 1억 배럴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다만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COVID-19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에 더욱 본격화될  

각국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석유 수요는 정점을 지나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

2021년 유가는 COVID-19 전개 양상과 석유수요 회복, 산유국 감산정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두바이유는 2020년

보다 6~7달러 상승한 40달러 중반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전망

최근 OPEC+는 COVID-19에 따른 수요 감소세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감산

규모를 소규모인 하루 50만 배럴로 축소 결정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실적악화로 새로운 에너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태양광 

업체 지분 인수 및 풍력업체와 녹색수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토탈(Total)은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기반 전력산업 

비중 확대를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기업을 인수. 주로 유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 중

이며 북미나 중국 석유기업들의 대응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임

한편 아람코(Aramco)는 탈석유를 목표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유가 급락에 따른 자금사

정 악화를 이유로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 

6 에너지경제, " '석유메이저' 에퀴노르, 세계최대 수소생산기지 구축", 2020.07.03

7 Deloitte, "Electrification in industrials:Transitioning to a lower-carbon future through electrification of industrial process, spaces, and fleets",  
 2020.08.12

8 Deloitte, "2021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industry outlooks", 2020.12

9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2020.12.28

10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11 IBK투자증권, "효성중공업: 그린뉴딜 사업구조로 최적화 변신 중", 2020.12.28

12 두산중공업 및 삼성중공업 각 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종합

13 아시아경제, "SK그룹, '배터리-태양광-수소'.. 미래 에너지 퍼즐 완성", 2021.01.07

14 산업연구원, "에너지 전환정책의 파급효과와 제조엡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

15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 2019.10

17 BP, "BP Sustainability Report 2019", 2020.03

18 KDB경제연구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해양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2020.12.18

19 에너지전환포럼, "CCUS 기술의 현황과 미래", 2020.07.09

20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 내 CCS 최신동향, 2021.01.08

21 한국IR협의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 위한 해결방법", 2020.08.20

22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는 글로벌 석유기업", 2020.03.12

23 Reuters, "Saudi Aramco and SABIC reassess crude-oil-to-chemicals project",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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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화 기조가 더욱 확대되어 원가 및 자금조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제조, 화학 등의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운영과 생산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 설비 사용,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추진 필요

신재생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가 높으므로 기업은 공급망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고 전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 

2021년에도 유가가 미미한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도 석유 수요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유 기업의 수익원 다각화가 필요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시장지위 확보 및 연관 기업 간 협업이 요구됨 

Chec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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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완화 후에도 지속되는 온라인 채널 성장

각종 소비 지표는 지난 해 4월 저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감염자수가 급증할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작년 4월 수준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양상을 보여 백신 보급 등이 실시되는 2021년에는 

소비심리가 더 개선될 전망 

COVID-19 영향권에서 벗어날 경우 침체되었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일부 반등하겠으나 이미 편리성, 중장년층 유입 등

으로 가속화된 온라인 채널 성장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

현재 온라인 유통채널에는 업계를 주도하는 강자가 부재한 상황으로, 2021년 동안 독보적 1위 자리를 굳히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경쟁이 격화될 전망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수와 매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도 매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온라인 

채널과 배송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 예를 들어 SSG 닷컴은 배송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 물류센

터를 구축하였고,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배송과 경쟁하기 위해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배송 신속도 

또한 진화하고 있음

점유율 확보를 위한 협업이나 M&A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11번가에 대한 지분참여 및 협력으로 국내 

진출 예정이며 쿠팡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지원 프로그램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런칭하는 등 시장 주도권 확보

를 위한 투자 지속 중 

전망 및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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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유입된 중장년층 및 신규 고객층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 사용하도록 쇼핑, 계산, 배송 등의 프로세스를 직관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경험 향상 

라이브 커머스, SNS쇼핑채널 확대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자사 플랫폼 내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수집된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고객층 

파악, 이를 적극 반영하는 상품 및 유통 채널 전략 구축 필요

Check Points

05유통소비재 Consumer Products &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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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 축소

테크놀로지 도입 기반 디지털 전환 본격화

유통소비재 기업의 AI 기업 또는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인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한 고객경험 혁신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 현실, 클라우드 등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한 기업들이 점점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2021년까지 시장 규모와 수익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시적인 기저효과로 대형마트는 2020년 3분기 부터 시작된 생필품, 식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개선될 전망이고 백화점

은 보복소비에 따른 내구재, 고가 상품 부문의 반등이 예상되나, 주 수익원이었던 패션과 식품 부문 판매가 온라인으로 전

환되는 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 침체는 계속될  가능성

한편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결합하여 연계하는 서비스와 오프라인 채널의 '체험’이라는 강점을 고도화

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확대될 전망

국내에서 대형 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이 매각 및 폐점되고 있으며, 롯데쇼핑은 지난해 99개 매장, 이랜드는 아울렛 등의 

6개 부실 점포 정리. 미국에서는 2020년 주요 백화점 메이시스(Macy's)가 125개 점포, JC페니가 175개 점포 폐점

이마트의 경우 폐점하지 않되 점포를 임대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하고 있음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론칭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증가. 신세계에서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피팅, 

수선, 교환하여 픽업할 수 있는 '익스프레쓱'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였고, 아마존이 무인매장 아마존고, 식품

매장 아마존 그로서리 등을 론칭하거나 알리바바가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셩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남

출처 :

1 한국은행,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0.12

2 포브스, "More Than 15,500 Stores Are Closing In 2020 So Far—A Number That Will Surely Rise", 2020.12

3 Deloitte, "The adoption of disruptive technologies in the consumer products industry", 2019.05

4 로봇신문, "유통 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로봇 5종",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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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고객 경험 개선이라는 방향성에 

걸맞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투자 방안 모색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 판매의 장소가 아닌, 소형 도심 물류 거점이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여 

매장의 용도 다각화

매장과 앱이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AI, 센서 등의 기술 도입. 단순 이벤트성이 아닌 고객의 편리성을 실질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방안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Check Points

Check Points

글로벌 소비재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가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최적화를 위해 

셀렉트(Celect)를 인수하였고, 맥도날드는 AI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업체 다이내믹일드(Dynamic Yield) 인수

유통업체 내 로봇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 월마트는 물류센터용 로봇 알파봇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뉴햄프셔 물류센터 

내 식료품 주문건수의 20%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 미국 약 500개 식료품 전문 매장에서는 마티(Marty)를 도입하여 

매장 내 위험물질을 관리 중

국내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중. 현대백화점은 신규 출점하는 여의도점에 아마존과 협업하여 무인 매장 

'아마존 고'의 기술과 배송용 드론을 도입할 전망

롯데홈쇼핑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하였으며 신세계

면세점, CU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 확대와 신규 비즈니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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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M&A를 통한 외형 확대

디지털 전환 및 빅테크 진입

2021년에도 COVID-19의 영향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 의존도가 높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비은행이익 비중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금융기업의 M&A 활동이 확대될 전망 

COVID-19에 따른 비대면 기조 확산으로 가속화된 주요 금융지주사의 디지털 전환 어젠다 집중 및 투자가 지속될 전망 

2020년도 초석 작업이 진행되어 온 빅테크 금융서비스업  진출 본격화로 디지털 전환 및 테크놀로지 도입 없이는 기존 

금융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증대

2021년에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신설과 빅테크의 직접 계정 발급이 허용되는 등 핀테크·빅테크에 유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경쟁 격화 예상

2020년 주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생보사 인수 등 주요 M&A Deal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은행이익의 비중을 

상당히 개선시킨 바 있음 

KB금융지주: 푸르덴셜생명 인수, 비은행 이익 비중 40%까지 증가 전망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및 자회사 아주저축은행) 인수, 인수 지분율 기준 2021년부터 연간 800억 이익 추가 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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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통한 외형 확대 또는 현재 보유중인 계열사와의 시너지 제고 필요 

(지주사가 보유하지 않은 금융사 신규 인수, 비은행 부문 계열사와의 협력 확대 등)

2021년 상반기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감안하여 감독 당국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 허용 보다는 금융 지주사의 인수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아, 지주사의 전략적 접근 방법 구상 필요

2021년 금융혁신의 주요 분야인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데이터 활용 능력 극대화, 창의적인 금융상품 사전 설계 등

으로 대비 필요  

기존 금융기관은 빅테크 진출에 대비한 금융기관만의 전략(지점 특성화 등)을 취하는 한편, 빅테크사는 금융부문 진출과 

관련된 각종 지원 규제 통과 시 시장을 선점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

Check Points

Check Points

신한금융: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 10% 무조건적 디지털 전환 투자, 핀테크기업 투자(신한퓨쳐스랩)등

우리금융: 디지털 혁신 전담조직 신설, KT와 마이데이터 협업 합작사 설립 등

KB금융: 간편결제(KB페이)도입, The K 프로젝트(DT 차세대) 추진 등

농협금융: 디지털 전환 협의회 설치, 은행 RPA 도입 등 

카카오뱅크 2021년 중 IPO 예상(pre-IPO Value: 8조원 규모)

06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은행 및 기타 금융부문]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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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 보전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COVID-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ESG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

ESG와 관련된 글로벌 지표가 정형화되어 기업 투자, M&A 등의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금융지주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속 전망 

중앙 정부의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정책 등과 맞물려 기후금융 활성화, ESG 채권 발행 증가 예상 

 신한금융: 국내 시중은행 최초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줄이는 내용의  

'제로카본 드라이브'선언 

KB금융: 'KB그린웨이 2030'발표,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 50조원까지 확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격 요건에 'ESG 실천 의지' 추가

농협금융: ESG 경영 전략 수립 사업 착수(ESG 경영체계 구축,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K-뉴딜 연계사업 활용 방안 마련 등)

출처 :

1 뉴스1, "2021년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되나…3월 오픈뱅킹 참여", 2021.01.02

2 한국경제, " '카카오 손보' 예비인가 신청…불붙는 디지털 보험", 2021.01.04

3 지디넷코리아, "신한금융, 3년간 당기순익 10% '디지털 전환'에 투자", 2020.10.29

4 비즈니스포스트, "신한금융 디지털 전환 투자 대공세, 조용병 핀테크 인수합병 속도내나", 2020.10.28

5 스페셜경제, " '생존의 문제'...디지털혁신 사활 건 손태승", 2020.11.12

6 매일경제, "[CEO LOUNGE] 3연임 성공 허인 KB국민은행장 | 은행권 1위 수성…디지털 전략 통했다", 2020.11.02

7 아주경제, "농협은행, 디지털 인력 '1000명' 넘었다…손병환표 '디지털 리더십' 효과", 2020.11.10

8 이데일리, "카카오뱅크, 본격 상장 착수…입찰제안서 발송", 2020.11.11

9 시사주간, "[금융권 ESG 열풍 ①] ESG 경영·채권발행 집중하는 이유", 2020.09.11

10 디지털데일리, "금융권, 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강화할까", 2020.09.19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도입해야 할 필수 요소로 손꼽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와 관심 필요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이지만 현재 국내 ESG 제도 등 각종 여건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필요Chec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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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제판분리 활성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의 하락폭 확대, 보험사 자산부채에 부정적 영향 

COVID-19확산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미납 및 해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부터의 회복 

기조는 2022년 이후 나타날 전망 

보험상품 기획·개발과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통한 비용 절감 대책 확산 전망 

빅테크 플랫폼(카카오 하반기 손보사 출범)의 보험업 진출이 예견됨에 따라 기존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험업계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라 계약자 외 일반인에게까지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영위가 가능해졌으며,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예상 

AI/Big Data 등을 활용한 보험심사 등 보험업 전반에 기술 활용 확대

보험영업손실 방지를 위해 우량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매각 또는 보유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음 

한화생명: 전속 설계사 조직을 분리하여 2021년 4월 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칭) 출범 예정

신한생명: 판매전문회사 신한금융플러스 출범

농협생명, 하나손보, 푸르덴셜생명 등도 제판분리 논의 진행 중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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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보유자산 매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접근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판매 상품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판 분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업계 내에서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확산 중임에 따라 자사의 상품 경쟁력 강화 또한 필수적 

고객의 디지털 보험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보유하게 될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활용 방안 가능성

에 대하여 검토 필요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아닌, 실제 성장 및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agenda 추구 필요(인슈어테크 확대 등)

Check Points

Check Points

한화생명: 빅데이터 활용 언더라이팅 시스템 (보장 가입 한도 증대로 연간 100억원 보장성 보험료 수입 추가 발생)

교보생명: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 개발, 2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의심 건 적발

네이버 보험: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는 무산, 소상공인 의무보험 교육 서비스 사업 등으로 초석 다질 예정

카카오: 손보사 예비인가 신청 완료(2021 하반기 출범 예상)

보험금 앱청구, 인수/심사 절차 자동화 도입 등

빅테크 보험분야 서비스 확대

보험사 제판분리 추진 현황

06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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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대비 

2023년 1월 전격 도입이 예정된 IFRS17 및 회계제도 변경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 

자본 확충 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 

신종자본증권 발행(동양생명, 신한생명 등), 후순위채 발행(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등의 각종 자본확충 방안을 활용하

여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중 

당기순이익의 증가와 보험사의 자체적인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2020년 3분기 보험회사 전체 지급여력(RBC) 비율 

283.9%로 2분기 대비 7.5%p 상승하여 규제자본비율의 개선세를 나타냄 

출처 :

1 Deloitte, "Deloitte 2021 Insurance Outlook", 2020.11.24

2 뉴스1, "2021년 격동기 보험업계…판매법인 분리·헬스케어사업 '탄력' ", 2021.01.02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12.16

4 비즈니스워치, "[플랫폼의 진격]⑦보험사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2020.09.25

5 이데일리, "포기는 없다‥네이버, 보험시장 다시 진출", 2020.10.14

6 한국경제, " '카카오 손보' 예비인가 신청…불붙는 디지털 보험", 2021.01.04

7 한국금융신문, "IFRS17 앞두고 보험사들 자본확충 '안간힘' ", 2020.07.06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2020.12.31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비록 신회계제도와 신자본규제 도입이 1년 연기된 상황이고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원가

평가하던 보험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비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자본확충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대비 필요 

자금 부족 등으로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변동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가능 

규제 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신 제도의 단계적 적용 등 연착륙 방안을 모색중인 만큼 지속적인 규제 당국과의 소통 필요

Check Poi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