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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Message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은 경

제 및 경영 환경 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 증가와 비대면 트렌드로

의 전환 등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던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은 COVID-19 극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여러 부문에서 변곡점을 맞

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0년 한 해가 부정적인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는 시기였던 것과 달리 2021년

은 새로운 미래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응이 필수인 한 해가 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s 17호에서는 2021년에 화두가 될 이슈를 짚어보고 2021년 경제 및 산업 별 전망

을 제시합니다. <2021년과 그 이후를 지배할 메가트렌드>에서는 최근 대두되기 시작하여 확고한 트렌드로 자

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메가트렌드를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놓치지 말아

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 전망 및 2021년 산업 별 전망에서는 주요국의 간략한 

경제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 산업 별 주요 이슈와 방향성, Major Player의 동향 및 체크포인트를 짚어보

았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기사, <스마트 팩토리 실행: 가치제고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COVID-19를 기점으로 전세계에서 규제 완화 및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 영상 진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록한 <COVID-19가 촉진한 원격의료>를 통해 해당 산업의 미래에 대한 딜로이트 전문

가들의 인사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Deloitte Insights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비즈니스적 환경 속에서 갈 길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파트너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1월 28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Deloitte Insight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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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임기 동안 경직됐던 통상환경의 전반적인 완화를 기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회 외교 전문가 인 바

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TPP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다자간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바 이든 행정부 

출범은 동맹국과의 통상환경의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당 선인이 내각 구성

원 중 외교, 안보 분야를 가장 먼저 발표2한 것을 두고 

미국 정권 교체를 알리는 신호 탄이자, 국제 외교 무대 

복귀 선언 이라는 평가도 나 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추구와 불공정 무역 관행 억제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바

이든의 통상정책 방향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측이 불가

능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통상정

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다. 또한 양자 협정을 선호했던 트럼프의 통상정책 기

조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다자간 통상질

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도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다. 바이든은 존경받는 리더 국가의 입

지를 회복하고, 우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며, 국

제적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미·중 양자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
이 개발될 것인가

미 정권교체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양자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앞 으로의 미중 관계에 있어 첫번째 이목을 끌 변수

는 미 국의 새 정부 출범이다. 4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

는 미 국이 정치, 통상, 외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변 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집중

되 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미·중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안보, 인권, 이념 등을 주제로 복 잡

하게 전개될 조짐이 보이는 데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

국의 위상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이익을 이유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

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

양의 경제 협력이 느슨해진 사이 2020년 11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서명1 소식이 전

해졌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 국의 RCEP 

참여 소식은 트럼프의 일방적 TPP 탈퇴 와 대조되며 국

제 사회에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인 으로 떠올랐다. 새

로운 변수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미·중 긴장 국면은 어

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향후 재 편될 국제질서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합뉴스,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 2020.11.15

2  The New York Times, "Biden Chooses Antony Blinken, Defender of Global Alliances, as Secretary of State", 2020.11.20

미·중 긴장 지속과 국제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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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경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향은 같지만, 바이든은 구체적인 방법 등에 차별성

을 두는 방식으로 대중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바

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1단계 무역 

협상'을 비판하면서도 이 합의에 따른 25% 관세 조치

는 일단 유지한다3고 말해 기존의 조치들을 압박용 지

렛대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

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큰 틀에서 기존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과 무역장벽 조

치 등은 유지하되, 연대의 중요성 인식, 다자구도 회복 

등 외교 안보 분야 강화를 통해 대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장 경력이 있는 바이든은 WTO 체제

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

어, WTO 체제 개혁과 규범 준수를 기준으로 동맹국에

게 결속을 요구하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관세 부과 방식보다는 국영

기업의 보조금 지급 문제, 디지털 무역 이슈 등 국제 통

상환경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미

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

라는 판단이다. 일례로, 미국은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

통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APEC의 '국경간 프라이

버시 규칙(CBPR)'의 개정을 제안4했는데, 이는 APEC 

가맹국이지만 CBPR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데이터 

규제 정책을 가진 중국을 데이터 유통 시장에서 견제하

3   CNBC, "Biden says he won't immediately remove Trump's tariffs on China", 2020.12.02

4  연합뉴스, "미, 국제 데이터 유통서 중 제외 노려…APEC 규칙 개정 제안", 2020.08.21

있어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통상정책의 방향 전환이 가

시 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 회복이 더 시급한 상황

바이든의 당선이 무조건 통상환경의 개선만을 의 미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에 반

대하는 입장을 취해 온 데다, 후보시절 바이든이 TPP 

재가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 다는 점을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반드시 이전의 자 유무역 기조

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할 것이라고 속단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선을 통해 미국 유 권자들 사이에 

자유무역주의와 미국 공장의 해외 이 전 등이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의 COVID-19 확산 양상이 세계 어느 

나라들 보다 심각한 수준이었고, 지역별로 부분적 봉

쇄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이 이루어져 미국의 고용과 소

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 행

정부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이행하고, 중

요 산업의 가치사슬상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에서의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등 리쇼어링을 강화

하는 정책을 펼치며 일자리 창출, 미국내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에 예 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도 당분간 미국내 경제 부

양, 사회갈등 봉합에 우선적으로 매진할 유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 방법은 

차이를 둘 전망

한편, 대중국정책 면에서는 중국을 패권경쟁 상대국

으로 인식해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적 자세를 취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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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오히려 지역안보, 인권 문제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

립각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

맹의 신임을 얻기 위해 보다 보편적 가치에 호소하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발판 삼아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은 외

교적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우호

적 세력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진 중국의 입지를 축소

시키는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머스-그린 필드를 유엔 대사로 지명5하면서 유엔을 

인권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장으로 활

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중국의 부상

중국은 현재 실질 GDP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국가이며, 군비 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 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하였 다 

(그림1,2).

14억 인구, 4억 이상의 중위 소득층을 보유한 동시

에 국제적 공급자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잠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등한 패권 국가 지향을 본격

화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은 미

국의 경계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세계 시장에

5        NPR, "Biden Picks Foreign Service Veteran Linda Thomas-Greenfield For U.N. Ambassador", 2020.11.23

출처: Statista

순위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러시아

1

2

3

4

5

6

7

8

9

10

1992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나다

러시아

중국

2008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2024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독일

브라질

영국

프랑스

전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국가

그림 1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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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 의존도와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중국

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대중국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 중국은 이에 맞서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자국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교역 상대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의 외교 통상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외교, 안보 문 제에 대해 

기존의 강경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할 것

중국은 2020년 5월 열린 전국민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에서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보안법을 표결 통과시키며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

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6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홍콩 간 정책령

을 통해 중국과는 달리 적용해 왔던 관세와 무역 그리

고 비자발급 등에서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제재 조치

를 취하면서7 비판적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당시 미국

이 정권 교체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비판 세력에게 억압

적 활동을 한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관련 개인의 비자

를 제한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강경책을 취했다는 평가

가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

은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 인사에 대해 동등한 제재

조치를 취하며 반격에 나섰고, 홍콩 문제를 둘러싼 양

국 간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홍콩의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을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실물 경

제에 타격을 입힌다 하더라도 홍콩 문제가 순전히 중국 

내정에 관한 것이며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치력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견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

니라 중국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와 티베트 등 

6   경향신문, "중국 전인대, 162명 전원찬성으로 홍콩 보안법 통과시켜", 2020.06.30

7  China Briefing, "US Revokes Hong Kong's Special Status: What are the Implications?", 2020.07.16

GDP 규모(조 달러)와 성장 전망을 고려한 순위

그림 2

세계 최대 경제대국 순위

2019년 GDP 2020년 성장률 전망

출처: Statista

22.53중국 +1.2

미국 20.57 -5.9

인도 9.23 +1.9

일본 5.21 -5.2

독일 4.47 -7.0

러시아 3.97 -5.5

인도네시아 3.20 +0.5

영국 3.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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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가들에 대한 감시 및 탄압 여론과 관련해서도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내정활동이라는 주장

을 굽히지 않아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유지할 전망이다. 

안보분야 역시 중국과 미국간의 선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미중 경쟁 양상 분석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은 미·중

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요충지 중 하

나이기 때문에 향후 역동적인 안보환경이 펼쳐질 장소

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 내에서 인도-태

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

바 태평양 억제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을 통해 대중 견제 활동을 진행중인 반면 중국은 미국

의 항공모함이 COVID-19 전염 상황으로 괌에 장기간 

정박하자 대만해협에서 해군 훈련을 강화하는 등 해당 

지역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적 안보 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측면에서 미·중 

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는 2020년 6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

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

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8했는데, 이 두 업체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FCC는 이를 기각하고 이

들 업체의 기존 설비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9. 미

국 측의 제재 강화를 두고 단순히 미중 기술 분야 디커

플링 전략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

히려 자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 약화를 자초하고 

미국 기업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 제재는 중국이 장기

적으로 자국 전자업체 전반에 반도체 공급 중단 가능성

을 염두해 국가적 대응에 나설 유인을 제공했다는 평가

도 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목적으

로 중국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공표10하며 반

격에 나섰는데, 애플과 퀄컴 등의 중국 내 매출을 고려

하면 기술보호 갈등 격화 시 경제적 피해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협력국과 비협력국에 경제적 상벌이 분 명한 중

국의 외교전략은 현재 진행형 

중국은 역사적으로 내재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적 

우월감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 마찰을 경제 

적으로 보복하는 처벌외교(Punishment diplomacy)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여기에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외교적 위상이 더해져 비협력국에 대한 처벌의 빈

도와 강도는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국 내 정

권안정이 주는 정치적 이득이 경제교류 위축에 따른 손

실을 넘을 경우 징벌적 경제 제재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외교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중

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독일로부터 돼지고

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11했는데, 이를 두고 자국 축

산업 보호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며 오히려 정치적 배경

이 더욱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

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중국이 연내 EU-중국 투

자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이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을 상대로 통상조치를 압박카드로 활용했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이 미국의 대중국견제 움직

임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

8           FCC, "FCC Designates Huawei and ZTE as National Security Threats", 2020.06.30

9           Bloomberg, "FCC Moves Against China Telecom and Huawei, Citing Security", 2020.12.11

10     The Wall Street Journal, "Chinese Leaders Split Over Releasing Blacklist of U.S. Companies", 2020.09.21

11     한국경제,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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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언급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12

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중국은 COVID-19 발생 기원 조사를 지지

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제적 제

재를 가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관광 제한 및 기

업 영업 정지로 맞대응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달

라이 라마 접견을 이유로 2008년엔 프랑스의 에어버

스 150대 구매계약 취소를, 2012년엔 영국을 상대로 

투자계획 철회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파워를 외교 수단

으로 활용한 사례가 빈번해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신

조어가 생기기도 했다13.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전 인류와 더불어 조화롭게 

공생번영하는 화평발전과 주변국들과 친선, 성의 호혜, 

그리고 포용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14. 실제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규

모 개발 원조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개선되기도 했지

만, 주변국과의 잦은 마찰 탓에 도덕적 리더쉽을 발휘

하는 선진강국이라는 신뢰를 얻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외교를 국가 정체성 표현의 일환으로 삼는

다면 앞으로도 강성외교 기조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

는 전망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격적 외교에 

대한 내부 반성 목소리, 대국으로써의 국격 구축, 다

자 협의체 참여를 통한 위험 분산 정책 추구 움직임,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이행이라는 대내외적 압박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국제 질서의 향방

COVID-19 이후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 모

멘텀에 직면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전방  

위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글로벌 산업통 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COVID-19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국들 이 

지역 단위 봉쇄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산 업물 

자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면서 현행 글로벌 분 업 체

계가 오히려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생산을 중 

단하자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예 상치 못한 충

격의 효과를 증폭하는 원인으로 지목되 기도 했다. 

COVID-19 팬데믹의 세계적 확산을 계 기로 현행 비

용절감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가 치명 적인 약점을 노

출하면서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한다 는 여론이 힘을 얻

은데 이어 팬데믹 대응과정에서의 자국우선주의가 글

로벌 산업통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진일

보 할 여지는 충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VID-19 복구과정에서 자

국우선주의 확대는 가시화 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차원

의 협력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바이든 

12        Financial Times, "China is escalating its punishment diplomacy", 2020.09.23

13        CNN, "China trade: The Dalai Lama Effect", 2010.11.04

14        한국은행,"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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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지구적 환경정책 추진이라는 측면 에서 중국

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후

보시절 부터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 후협약에 재가

입할 것임을 밝히며 그린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

였고, 전통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

당과 협력하면서 환경정책 만큼 은 정부 출범 이후 최우

선 선결 과제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

시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피크를 선언했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후변

화 행동의 핵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일 환경정책 

추진이 접점이 되어 미·중 양국이 협력 단계로 나아가

게 된다면 미·중 대 립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이슈, 비대면, 디지

털 서비스업 분 야, 공중보건 등 국제적 공공재 문제에 

있어서 갈등 심화로 얻는 개별 국익보다 협력시 얻을 수 

있는 종 합적 국익이 훨씬 더 크다면 사안별로 글로벌 차

원의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무역 블록화 현상 속 우리의 대응은

최근 타결된 RCEP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 지역 에서

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TPP 재가입 유인이 커짐은 물론, 당초 예상 보다 재가

입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국 의 경제, 정

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공화당과 민주 당 모두로 부터 

비판을 받아, 결국 탈퇴로까지 이어 진 TPP 재가입 여

부를 두고 또 다른 대규모 FTA인 RCEP에 중국이 참

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 권 전반에 실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관측15이다. 미국이 다자무

역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 고 TPP 재가입을 시도한다면 

국제질서는 블록별 경제 연합 양상이 본격화 되는 방향

으로 전개될 것이 다. 이는 곧, 세계 경제가 양국을 중심

으로 적어도 2개의 경제블록이 생겨 나뉘게 되거나, 다

자협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블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미간에는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고 중

국 과도 RCEP을 통해 자유무역창구를 개설했기 때문에 

향후 한·미, 한·중 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통

상 문제는 주로 미·중 통상 갈등으로부터 우회적으로 

파 생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 이슈

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내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 문에 

기업과 정부는 단순 흑백 논리보다 명분과 실 리에 기반

한 해석 능력과 입체적 접근 방법, 외교 관 계와 경영자

원의 유연한 재배치 역량을 갖춰야만 한 다. 

한국-일본, 중국-호주 등 각 국가간에 지역적으로 벌

어지는 무역 안보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 요

해 보인다. 2019년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는 한 국 반

도체 제조 업체에 단기 불확실성을 야기했지만, 이 사

건은 기초소재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의 현실과 중요성

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계기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유인이 되었다고 평

가받고 있다. 지역적 무역 안보 이슈의 경 우 표면적이

고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매몰되기 보 다는 결실을 맺

는데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 적인 해결책에 집

중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역량 중심으로 무역의 비

교우위 경쟁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가 와 기

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 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도래했다. 기존의 국제 질서 속에

서 '무역의 디지털화'는 관련비용 감소, 진 입장벽 완화, 

각종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주도

의 수출지원시스템의 전면적 디 지털화 서비스 등을 활

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미·중 갈 등 양상과 관련 산업의 

통상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15  The New York Times, "China-Led Trade Pact Is Signed, in Challenge to U.S.", 2020.11.24

미·중 긴장 지속과 국제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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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탈탄소화 움직임

2019년 12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

장은 세계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했

으며 기후 변화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실제로도 세계기상기구(WMO)에 따

르면 지난 5년간 폭염으로 1만 1,000여명이 사망했으

며, 산불과 허리케인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국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

한 정책 실행에 순차적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탈탄소화

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탈탄소화 정의2

탈탄소화(decarbonization)는 

이산화탄소(CO2)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 활용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제거하

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탈탄소화란 개념은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설립되는 당시 국제적 차원의 조치로

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

화협약(Paris Agreement)에서는 탄소배출을 제한

하여 기후변화의 위협과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로 구체화 되었으며, 2019년 9월 UN기후행동정

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정착되었다. 

각국은 탈탄소화를 국가 정책으로 수립하며 배출량 

1  매일경제, "태풍, 폭염, 가뭄, 산불 '기상재해' 신음하는 지구촌", 2020.10.10

2  딜로이트, "Extracting value from decarbonisation", 2020.01.29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 3월 

'유럽 그린딜' 기후법안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넷제로 달

성을 선언하였고, 미국의 경우 최근 취임한 바이든 대

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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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정부에선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장기 저탄

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며, 장기적인 목

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1).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에너지 소

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화석에너지원

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산업 부문의 최종 에

너지 소비를 화석에너지에서 완전히 탈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공정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자원의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3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고 선언하였으며 UN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관련 내용을 법제

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2월 7일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는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

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4

그림 1

국가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주요 정책

3  산업연구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2020.10

4  기획재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7

1990

199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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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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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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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필두로 점차 전 산업,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탈

탄소화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정책은 국가 정책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소니(Sony)의 경우 고객사의 재생에너

지 전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미진한 탈탄

소화 정책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5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최근에는 이윤 추구를 우선하던 기업들도 세계적인 

탈탄소화 기조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거

나 자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

은 탈탄소화가 국제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

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대응책을 실행해 왔으며, 이

그림 2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

5  Financial Times, "Sony warns it could move factories over Japanese energy policy", 2020.11.30

출처: 딜로이트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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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제약

정부는 2020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발표하며 수소에너지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

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6 수소에

너지가 이 목표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

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으로 인하여 기상여건에 따라 발

전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소를 활용하여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수급 불일치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과 운송용 연료로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수소와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연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

하기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수전해 수소)

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

해 설비 비용이 높아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에 비해 비

용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그림 5).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 보다 수전해 수소 설비 관련 기술력도 열위에 있

는 상황이라 비용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을 갖추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7

에너지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등도 아직까지

는 상용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술개

발의 성공과 수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 핵심이나, 

이제 기반 구축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기술의 실질적 활

용은 요원한 상황이다.8 그리고 CCU 기술의 경우 경제

성을 확보한 포집제 개발 및 포집 공정의 상용화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9 

국내 탈탄소화 전략 추진의 제약 요인 
및 과제

높은 제조업 비중과 탄소배출량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이슈화되고 기업

의 참여가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구조 상 

선진국 수준의 탄소중립 전략을 곧바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

국이나 유럽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2~3배 높으며(그

림 3),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비

중이 높아 탄소중립 추진 이전에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이

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 석탄발전 비중 40%로 국

제사회에서는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림 3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단위(%)

중
국

27.2

독
일

19.4

유
럽

연
합

14.5

영
국

8.6

일
본

20.7

대
한

민
국

25.4

미
국

11.2

주: 2019년 기준. 일본(2018)과 미국(2017)은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않아 과거 수치 사용
출처: World Bank

6  환경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2020.09.29

7  2050 LEDS 수립 범정부 협의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국민토론회 자료집", 2020.10.17

8        2050 LEDS 수립 범정부 협의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국민토론회 자료집", 2020.10.17

9        김학민·나인옥, "CCU 기술 국내외 연구동향",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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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소 종류 및 특징

출처: POSCO,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생산방식

장   점

단   점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어 
생산가격 저렴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질
(Reforming)수소생산으로 
CO2 발생

발포된 CO2 를 포집/저장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CO2 미발생
(궁극적인 지향점)

기존에 구축된 천연가스
공급망과 연계가능

CO2 등 부산물이 없어
친환경적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
하므로 추가공급 한계

CO2 등 부산물 발생

생산과정에서 CO2 등
부산물 발생

현재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종·상용화 한계

1,500~2,000 2,700~5,100 9,000~10,000

1,500~2,000 2,600~4,800 7,000~8,000

1,500~2,000 2,500~4,300 3,000

1,500~2,000 2,400~3,900 2,000

화석연료 수소
물

재생에너지

수소화석연료 수소

그레이 수소(부생수소) 블루 수소(추출수소) 그린 수소(수전해수소)

2018년

2022년

2030년

2050년

생산비용 
전망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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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산업계의 부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

용이 소요될 수 있다. 국내 한 연구원은 정부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실행할 경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 

종에서만 최소 400조원이 넘는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

이라고 추산하였으며,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

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10  만일 탈탄소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특정 산

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

의 산업 생태계 유지와 좌초자산 문제, 고용 측면에서

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정부가 탄소감축 설비 지원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탈탄소화 정책에 부담을 느

끼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기업 119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

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50 장기 저탄

소 발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

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기업의 우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자의 72.9%가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꼽았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설개선 투자비용 지

원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탈탄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

아무리 국내 여건에 제약이 많다고 해도 글로벌 경

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기조를 따라가지 않

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이 어려워지거나 부정적인 기업 신용등급을 받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상위 고객사

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제대로 된 탈탄소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기업의 이탈

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진되

는 탈탄소화가 어느 순간 위협 요인으로 변모하지 않도

록 하려면 국내 실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탈탄소화 전략 

수립과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산업계의 부

담을 충분히 고려하되, 단기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 아

닌 기업의 장기적 탈탄소화 전략 수립을 유도하는 정책

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시설개선 투자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등

을 요구하고 있다.13  단기에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먼저 투자를 통해 탈탄소

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친환경적인 신

10  연합뉴스, "철강·석화·시멘트 업종, 저탄소 전환비용 400조원 달해", 2020.10.26

11  2050 LEDS 수립 범정부 협의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국민토론회 자료집", 2020.10.17

12     한국경영자총협회,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실태조사 결과", 2020.10.30

13     한국경영자총협회,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실태조사 결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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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관련 공급망 및 물류

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유도하는 

등의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미래를 대

비하는 데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기업은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리스크

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탈탄소화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

로 마련해야 향후 탈탄소화 정책이 본격 실행 및 법제

화 되고 탄소중립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에도 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별

로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화 전략

을 참고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고 미리 탄소중립 환

경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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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2021 No.17

23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

블(BRT)은 2019년 8월 기업의 목적을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의 번영으로 바꾸는 성명을 발

표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채택을 공식화하였다.1 

이에 따라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를 채택하는 기업은 주주 및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임직원, 공급 업체,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 

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존하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한

다.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과 역

할을 다하는 방법의 하나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언급되고 있다. 

ESG 경영

기존에 자주 언급되던 사회적 책임(CSR)

과 같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소극적 경영과는 다르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 

심으로 설정하는 적극적인 경영이다. 이를 

통해 고객, 임직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 기업의 목적(corporate purpose)에 

동조하고 참여할 때 우수한 기업 성과와 지 

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2 

최근 여러 나라에서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

으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ESG 투자 규모도 커지

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춘 기업이

나 사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전망이며, 최

근 국내 대기업 그룹들도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선

포하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

는 ESG 경영에 착수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트렌드에는 아래의 세 

가지 동인이 영향을 미쳤다. 

·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 투자의 기준이 되는 ESG 

ESG 경영 도입 가속화 동인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COVID-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평상시 누적된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의 연관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

러난다. 위기에 처한 소비자들은 위기 상황에 더욱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이는 

브랜드로부터 신뢰를 느끼며, 이러한 신뢰감이 구매 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ESG 경영을 철저하게 

내재화했던 기업들은 이번 COVID-19 위기도 원활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ESG 인식을 갖춘 기

업이 자사 비즈니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선도적, 전략적 사고방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주방용품 및 가구 회사인 Williams-

Sonoma는 매장이 폐쇄된 후에도 직원들에게 급여와 

복지를 계속해서 제공했고,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추가

적인 건강 보호 조치와 임금 인상을 시행하여 이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Williams-

Sonoma는 온라인 수요 증가에 원활히 대응하며 직원

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COVID-19 

봉쇄 해제 이후 다시 오픈한 매장으로 충성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었다.3

1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 2019.08

2  파이낸셜뉴스, "세계적 화두, ESG경영 성공하려면", 2020.12.03

3 AllianceBernstein, "ESG Research Helps Reveal Resilience amid COVID-19", 2020.06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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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5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상당히 민

감한 경향을 보인다. 딜로이트가 2019년 말 43개국 

18,400명의 밀레니얼과 Z세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

문조사 결과,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변화/환경보

호였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들 세대의 관

심은 실업이나 부의 재분배 같은 경제적 문제를 앞질렀

다(그림 2). 단순한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라 밀레니얼과 Z세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

해 개인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패스트패션

(fast fashion) 소비를 줄였으며, 64%가 일회용 플라

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다

고 응답했다(그림 3).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ESG는 브랜드가 소비자에

게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게

다가 5년 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극할 밀레니얼·Z세

대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소비의 기준

으로 삼는 등 ESG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

다. 미래 세대로의 교체가 진행될수록 ESG 요소를 적

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브랜드만이 소비자

의 선택을 받고 위기에도 강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딜로이트가 2020년 4월 COVID-19 기간 동

안의 브랜드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8개국 2,447명 소

비자에게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위기 

상황 동안 브랜드들이 자사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행동

하는 것(예: 필수소비재에 대한 가격 인상)을 목격하였

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에 익숙해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브랜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었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4

4  Deloitte, "Marketing Trends 2021", 2020.12 

5 Deloitte, "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20", 2020.06

질문 : 다음 항목 중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림 2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8%
  31%

  20%
  15%

  20%
  21%

  19%
  14%

  19%
  17%

  11%
  20%

밀레니얼 Z세대

기후변화/환경보호

건강관리/질병예방

실업

소득불평등/부의재분배

범죄/개인의 안전

성범죄

※ 만 15~64세 소비자 1만명 조사

그림 1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받는가?

66.7%
영향을 받는 편이다

매우 영향을 받는다
16.1%

영향을 안받는 편이다

12.6%

전혀 영향을 안받는다

1.2%

모름
3.4%

출처: 한국경제신문, 입소스코리아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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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 항목 중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그림 3

밀레니얼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밀레니얼 Z세대

재활용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대중교통/도보이용/자전거 
이용 횟수를 늘렸다

오가닉 혹은 지역사회에서  
재배된 식품 구매를 늘렸다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소비를 멈추거나 줄였다

내가 소비하는 브랜드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육류/생선 소비를 줄였다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님)

환경오염은 나의 가족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환경 보호 활동이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비건 혹은  
베지테리언이다

  65%
  57%

  64%
  55%

  58%
  55%

  52%
  42%

  50%
  41%

  47%
  42%

  40%

  39%

  34%

  21%

  20%

  35%

  28%

  28%

  23%

  19%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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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대는 자신이 속한 직장도 ESG 요소를 기준으

로 평가한다. 과거에는 연봉이나 재무 성과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일

의 의미'를 중시하는 밀레니얼·Z세대가 직장을 평가하

는 기준으로 환경 및 사회 관련 요소들이 각광 받고 있

다. 기업들도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의 71%가 자신

이 속한 기업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한

다고 응답했다. 또한 61%가 자신이 재직중인 기업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였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특히 현 직장에서 단기간에 퇴사할 의사가 있

는 사람들보다 5년 후에도 현 직장에 재직할 의사가 있

는 사람들 사이에서 22% 더 높은 수치를 보여 기업의 

ESG 경영이 직원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

여주었다.

아래 항목을 매우/꽤 잘 하고 있다고 선택한 비율(%)
질문 :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  은 다음의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나 이상의 조직에서 근무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조직을 기준으로 응답하시오)

그림 4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관심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

밀레니얼 Z세대

*

*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조성

지역 사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재무 성과/수익

동기를 부여하며 자극을 주는 
업무 환경 제공

직원 만족도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직원 역량 개발 지원

필요한 인력 유치 및 유지

환경에 끼치는 
영향 감소/제한

  71%
  71%

  69%
  70%

  69%
  69%

  67%
  69%

  66%
  69%

  65%
  68%

  63%

  61%

  67%

  63%

향후 2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밀레니얼의 비율

밀레니얼

2020

2019

2018

2017

2016

  31%

  49%

  43%

  38%

  44%

출처: 딜로이트 분석



2021 No.17

27

투자의 기준이 되는 ESG

ESG가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은 이미 수익률로도 증명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  

연구에 따르면 ESG 부문 상위 20%로 선정된 주식은 

변동성 장세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5%p 이상 높 

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6 2020년 1분기에는  

지속가능 인덱스펀드 26개 중 24개가 기타 인덱스펀드 

의 수익률을 앞질렀다.7  MSCI ACWI  ESG 리더스 지 

수는 2007년 9월 신설된 이래 전체 시장 수익률인 

4.48%보다 높은 5.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8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이 2015년 이 

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32개 지속가능 기업 지수의 실적

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 벤치마크와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2015-16년 및 2018년의 시장 침체기에 지속가

능 기업 지수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 지수 실적을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  전체적인 ESG 투자 규모도 매 

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ESG를 투자의 지

표로 활용하는 자금 등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 시장에 비해 

ESG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2022년까지 운용기금의 50%를 ESG 전략에 따라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발표10하면서 국내 ESG 투자의 활성화와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글로벌 ESG 관련 투자자산 추이

13.2조

2012년 2014년

21.4조

2016년

22.8조

2018년

30.7조

2020년 
6월 현재

40.5조

출처: GSIA, OPIMAS

단위(달러)

6 Livewire,"What are companies doing to tackle the crisis?", 2020.04

7  Morningstar, "Sustainable Funds Weather the First Quarter Better Than Conventional Funds", 2020.04

8 Responsible Investor, "Mercer: COVID-19 elevates the value of responsible investing", 2020.04

9 BlackRock, "Sustainable investing: Resilience amid uncertainty", 2020

10 매일경제, "국민연금, 2년 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 2020.11.09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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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

상기 동인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 사이에

서도 경영에 ESG 요소를 도입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ESG 전략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선

도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한 SK를 비롯하여 삼성, 현대

차그룹, 롯데, GS 등이 ESG 경영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

으며, 포스코는 전 세계 철강회사 중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였다. 우리금융, 신한금융을 포함한 금융사들도 

ESG 경영을 더욱 강조하며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ESG 

사업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적 

어도 2021년은 ESG 경영이 대폭 확대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COVID-19가 종식되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며, ESG가 투자

의 주류로 부상하며 더 많은 자금이 관련 자산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SG 이슈는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

치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로 비춰지고 있다. 

국내 재계에서는 ESG 경영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이며, 투자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투 

자 중단과 자금 회수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

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사의 ESG 경영 도입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 

업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ESG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ESG 전략 추진에 착수한 기업이라면 ESG 지표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SG 이슈와 성과를 계량화

한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ESG 전략

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

이션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본격적인 ESG 경

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ESG 경영을 위한 준비 사항

ESG 도입 목적과 
필요성검토

기업전략에
ESG 요소 도입

측정가능한
지표의 설정

적극적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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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불러온
금융산업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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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이끈 금융권의 지각 변동

IT기업들이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을 시작할 무렵 기

존 금융사들은 IT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

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

였다. 그러나 고객들은 '간편함' 으로 중무장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크게 반겼고,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단순 

송금 서비스를 넘어 대출, 투자, 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

장하며 금융권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위기를 감지한 기존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요 사업 지표로 삼아 시장 변화 

에 대응하고 있지만, 수십년 간 유지해 온 운영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뿐더러 IT기업과 상이한 규 

제 적용으로 인해 금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였 

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각광받으며 IT 기업과 금융사 간 경쟁 구도는 더

욱 치열해졌다. 규제 기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신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금융사에게는 경

쟁과 규제 변화 모두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스타트업·IT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현황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을 조합한 신조어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

하여 금융서비스를 효율화하거나 신규 서

비스를 출시함을 의미한다.1 

2010년대 중반 등장하기 시작한 핀테크 업체는 금융

의 가장 기초 요소인 송금/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기능

으로 출발했다. 이는 핀테크의 기본 정의에 가장 부합 

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으며, 실제 국내 340여 개의 핀

테크 기업 중 24%(83개사)가 해당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2 핀테크가 송금 서비스를 간단한 지문인식만으

로 가능하게 하기 전까지 금융 소비자에게 디지털 환경

에서의 송금 업무란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

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의미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인 

토스(Toss) 또한 간편 송금 사업 모델에서 출발하여, 

2020년도 8월 기준 자산가치가 3조원을 넘어서는3 유

니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였다. 2020년 8월에는 '토

스보험파트너'를 출시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 한편,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토스를 제외한 다수의 

핀테크 기업은 아직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

이 진행되고 있다. 

1 한국은행, "경제 용어사전"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 2020.04.07

3 tossfeed, "토스,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억원 신규 투자 유치로 '금융의 슈퍼 앱' 비전 본격화", 2020.08.28

기술이 불러온 금융산업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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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네이버페이 거래액 증가율 및  
월간 결제자수 추이

카카오페이 거래액 추이

46%

10조원

11.4조원

13조원

13.6조원

14.3조원

56%

62%

■ 거래액 증가율(YoY)

■ 네이버페이 월간 결제자수(MPU)

1Q20

1Q19

2Q20

2Q19

3Q20

3Q19

4Q19

1Q20

2Q19 2Q20

동 시기에 기술을 금융업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비

단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었다. 현재 간편 결제 시스템

과 송금 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빅테크 기업들

도 2014년 이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며 금융시장

에 진출했다. 사전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빅테크

(BigTech)기업이라 함은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거대 IT 기업으로, 근래에는 이들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무(無)의 상태에서 출발한 핀테크와는 달리, 빅테크는 

방대한 유저 기반과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의 확

장을 추진해왔다는 차이점이 있다. 

2015년 처음 등장하여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되어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금융 

계열사로 거듭났다. COVID-19 발 비대면 비즈니스

의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인 네이버페이의 거래

액은 2020년도 3분기 약 6.8조원을 기록하였다. 당

연히 월간 결제자수(MPU)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20년도 2분기 1,300만명을 기록하였다. 네이

버가 쇼핑, 부동산 등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서비

스의 주요 제공자인만큼 보험, 대출과 같은 예상 가능

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고객의 편의성에 집중하여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 

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2017년 7월 첫 선을 보인지 약 

1년 반 만에 세계 최단기간 흑자를 달성, 인터넷전문은

행 시대를 열었다. 카카오뱅크의 주력 상품인 26주 적

금, 세이프 박스와 같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금융 상품을 통한 차별화 전략은 신규 고객 유치에 큰 역

할을 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장 준

비 절차에 돌입했으며, 4대 금융지주에 버금가는 9조 

원 가량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비록 대형은행과 비

교하였을 때 고객 수는 약 1/3 수준이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 수에서는 시중은행 2~3백만명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디지털과 언택트가 주목받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2014년 9월 국내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출시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였다. 2017년 선두주자인 토스를 제치고 간편

송금 앱 1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 1분기에는 거래액 

14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

카오페이는 이용금액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고객

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2020년 초에는 바로투

자증권 인수를 통해 투자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

다. 향후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 커머스 분야와의 시

너지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00만명

출처: 카카오, DB금융투자

출처: 네이버

U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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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및 빅테크 금융 규제 체계의  
변화

IT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 처음 진출한 이후 5년 남짓

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이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

은 상당했다. 하지만 단시간 내 이루어진 변화는 제도

가 미비하거나 결점이 존재해 시장의 혼동을 발생시켰

다. 특히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완화가 핀테크와 빅테크 

구분없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

에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9월 '디지털 금융 협의회'

를 출범, 디지털 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였

다.4 2020년 12월 10일까지 5차 협의회가 개최되었

으며, 각종 규제 사각지대 및 논란을 해소해오고 있다. 

2020년 논의의 화두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였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

명 정보가 도입되었고,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금융 부

문의 각종 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에 확장 활용이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여 고객

의 신용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 거래 추

적이 가능한 신용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던 반면, 빅

테크는 금융 자회사가 보유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4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도 고객의 소비 행태를 

파악 가능한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하여 금융사에 제

공하도록 협의되었다.5 다만, 빅테크가 보유한 정보의 

범위가 워낙 방대한 만큼 앞으로도 형평성 논란을 해

소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

은행이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동맹 관계를 맺는 등 개별 금융기관은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빅테크가 이미 금융업의 구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보수적이라는 의

견 개진의 노력도 실시되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 

된 제 5차 금융협의회에서는 각종 불균형에 대해 62개 

분야에서 진행된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총 40개 분야

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6 이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이다. 현재 빅테크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은행은 금융 업무 이외

의 분야로는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 또

한 배달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이 가능하도록 규

4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20.09.10

5 금융위원회,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11.12

6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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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대응 방안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제도까

지도 탈바꿈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금융 혁신 트렌드

에 기존 금융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도 또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빅테크가 두드러지는 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지

만, 각종 보안 및 지급여력 리스크가 기존 금융기관 대

비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가 근시일 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권은 이에 안도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신시장에서 금융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일례로, 고객들이 기술 도입의 편리함과 

빅테크가 가진 생활의 밀접성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임 

에 착안하여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 신규 플랫폼 비즈 

니스 진출 등을 통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대하여 사 

업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생활 결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

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

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21년 글로벌 은행들은 여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Gloal Outlook Surv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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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디지털 채널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

제 개선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로써 통신사, 유통업계

와의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생활 결

합형 서비스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금

융회사와의 연계나 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플랫폼 영업과 관련

하여 새로운 규율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미 7월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출시한 '네이버 통장'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상품을 일반적인 

예금 상품으로 가장하여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소비자 

보호 차원 및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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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Pandemic 시대의 
금융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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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발 경제위기 상황 
평가

COVID-19 팬데믹 발 경제위기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염병 위

협에서 비롯된 위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제정책의 

역할과 효과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고, 침체를 겪는 

부문간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록 감염 상황이 악화되어 회복을 지체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가 어

려웠다. 또한 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운영은 전

면 중지되었던 반면 언택트 관련 업종은 매출과 순이익

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서도 호황과 불황 산업이 병존하고 산업별 성장률 편차

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이처럼 이

번 경제위기의 양상이 특수하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

에도 달라진 경제요건과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적완화정책은 COVID-19 이전에도 
이미 국제적 이슈였다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체계는 2008년 글로벌 금

융 위기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면서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

종목표로 삼았으나, 이후에는 사후적 금융안정에 더해 

금융불균형 사전 예방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함께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위기 시 금융시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중앙은행

이 초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더라도 장

기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현상

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 금융시장

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11월 

에 6,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양적완화정책을  

단행했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까지 인

하 하여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을 호전시키고자 했다. 일 

본은 미국 보다 이른 2001년에 장기간의 불황에서 벗

어나고,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를 우회하며, 장기간 진

행되어 온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직접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1년 유럽 주요 523개 은

행에 5,000억 유로를 1%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국채 등 월 600억 규모의 채권 매입

을 통해 총 1조 유로를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

을 펼쳤다1. 이처럼 그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회복 기조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이뤄졌

지만 통화량 공급을 통한 민간소비 및 성장률 증가라는 

공통의 목표하에 금융위기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VID-19 발 실물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각국의 양적완화정책

지난해 COVID-19 충격의 여파가 경제 활동을 상당

부분 마비시키자 각국 정부는 긴급한 처방책으로 초확

장적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

한 재정정책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금융

시장 기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 연준은 COVID-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중순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완화 시행, 

통화스왑계약 확대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

겠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연방공개시장회의(FOMC)

1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내용과 동향", 2016.05.30

Post  Pandemic  시대의 금융 안정



7 Mega Trends38

Deloitte Insights

에서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하여 월 800억 달러 규모

의 미 국채와 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는 

기존의 양적완화 속도와 규모를 유지하고 이 방침을 완

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지속하기로 결

정2했다. 

ECB는 2016년 이후 0% 금리 시행으로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금리 동결과 기존의 자산

매입프로그램(APP)을 확대하여 8,700억 유로 규모

의 자산매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까지 1조 8,500억 유로까지 확대3 하 

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상에 기존 양적완화에서 배제

했던 그리스 국채와 CP를 포함시키고 국가별 채권 매

입 한도를 없애며 자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하나로 2010년 

12월 부터 닛케이 225 지수 등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

드(ETF)를 매입해오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주식시장에 직접개입하는 곳은 일본이 유일하

다. 제도 도입 후 4,500억 엔이었던 연간 매입 한도는 

점차 늘어 12조 엔까지 확대 됐고, COVID-19 여파로 

2020년 3월 주가가 급락하자 매월 1조엔 이상의 ETF

를 매입하고 나섰다4. 기업들의 연간 CP 매입 규모와 회 

사채 매입 규모를 2. 2조엔과 3.2조엔에서 각각 1조엔

씩 확대된 3.2조와 4.2조로 변경했다.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

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의 '한국판 양적완화' 

조치로써 한은은 이 제도를 통해 총 18조 6,9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속도와 규모의 양

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사태로 누적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위

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5 에 따라 대규모 양적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추락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방역기간 중 일

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지 않고 충격을 완화할 안

전판으로써 역할이 긴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 증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안

정을 위협할 가능성 존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VID-19 여파로 많은 중

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

로 매입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이 회

사채 등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기업 

부실이 가시화 될 때 회사채 가치가 급락 할 수 있고, 금

리 상승 시 중앙은행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해 평가손

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붕괴를 막는 결정

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팬데

믹 상황에서도 경제충격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다만, 이번 

위기 상황속에서는 급속한 재정지출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동시에 중앙은

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

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이전보다 

2 머니투데이, "미 '제로금리' 유지… 파월 '경기회복 느려지면 추가 완화' ", 2020.12.17

3 금융투자협회, "COVID-19 위기 확산 후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금융 규제기관의 대응 현황", 2020.08.13

4 한국경제, "40조엔 ETF로 주가 끌어올린 日銀…'관제 버블' 공포 커진다", 2020.11.30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 Fiscal Monitor", 2020.04

6  보험연구원, "포스트 코로나19 경제-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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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금융연구원,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2020.12

8 보험연구원, "포스트 코로나19 경제-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2020.05.25

더 증가7 했을 뿐 아니라 적자재정의 일부를 중앙은행

이 매입으로 인수할 경우 두 정책간 구분이 모호해진다

는 분석8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 운영의 독립성, 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 등

을 감안할 때 팬데믹 상황에 시행된 재정·통화정책 간 

긴밀한 공조는 장기간 원만하게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인 재정건전성 확보는 재정정책을 거시안정정책의 수

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COVID-19 발 

재정확대가 멀지 않은 미래에 재정 흑자 압박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두 정책간 공조로 얻어진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인 양적완화 조치의 이행 자체가 경기변동성의 최소화

와 그에 따른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거시경제정책의 원

래 목적과는 다른, 더 큰 불확실성 발생에 빌미를 제공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

성 훼손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정

부 부채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용인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책 여력 소진 측면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양적완화로 인한 금융과 실물의 괴리 
현상은 금융안정을 해치는 또 다른 리
스크 요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 시 과감한 통화정책 집행이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 반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유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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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M2V

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11  IMF, "Financial Conditions Have Eased, but Insolvencies Loom Large", 2020.06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여지를 만들어 금융과 실물 사이 

괴리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공급된 유동성이 민간 대출로 이어지길 바

라며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신용경색

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해 시중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가격을 끌

어 올렸으며, 결국 자산가와 기업들에게만 과실이 돌

아가는 결과를 낳아 부의 불평등을 키웠다는 것이 비

판의 주요 근거다.

COVID-19 이후에도 금융과 실물 사이의 괴리는 분

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미국 화폐유통속도(명목 GDP/

M2)는 역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9. 화폐유통속도가 

낮다는 건 풀려 있는 돈이 실물경제 생산활동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모인 광의

통화(M2)가 역대 최대라는 점과 세계 3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실물경제 부양을 위

해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 또한 괴리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시중

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

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COVID-19로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 현상을 

놓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징이 반영

된데다 주요 기관이 COVID-19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실적 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10 한 데 따른 것이

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펀더멘털적 

요인보다 유동성에 기인한 자산가격 버블 영향이 클 경

우에 예상보다 실물경제 개선 속도가 느려 주가 하방압

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또다른 우려를 낳

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위험 자

산의 또 다른 조정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COVID-19 

확산세 지속, 무역 갈등 재고조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

험 선호가 약화될 경우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11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 문제도 심각

양적완화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문제가 만연해 진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혜택의 1차 수혜자는 자

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다. 이들이 먼저 

유동성을 공급받게 되면 감원이나 임금동결 같은 구조

조정을 감행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데 이어 경영실태 개

선으로 보너스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차적

으로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에 대한 회수는 유

보되고, 투자나 융자가 기존의 방식대로 집행되면 이

들과 거래했던 부실 기업들이 2차 수혜를 입게 된다. 

부실 기업들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아니었다면 채

권회수에 의해 구조조정 및 감원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결국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이러한 자구행위

들을 유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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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회예산정책처, "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5.04

13 연합뉴스,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신중론 속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개선", 2020.12.17 

14 해럴드경제, "ECB 추가 양적완화에 브랜트유 9개월만에 50달러 돌파", 2020.12.11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 

후 시행된 금융권의 자금지원 확대가 어떻게 기업부 

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은행들은 버블 붕괴 이후 자본적 정성 

훼손을 우려해 부실 기업에게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 

면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반면 정상 기업에 대한 

여신은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좀비기 

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이 1990년 대 말까지 급증하

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의 퇴출은 물론 부실채권 처리

도 지연되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12

이 제기되었다. 

COVID-19 여파에 따른 신용 위험 증가, 금융시장

의 중개기능 위축, 통화의 유통 저하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지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양적완화 정책

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을 양산하고 생산성

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

의 투자 및 소비보다 부채를 청산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긴축시점의 불확실성과 각국의 금융정
책 결정권 행사 재량도 불평등할 가능
성 존재 

경기 침체기에 동원되었던 양적완화 정책을 정상적

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때에도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

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기 이후 추진했던 비

상대책을 정상화시키는 전략의 성패는 시점과 속도에 

기인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양적완화 추세

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출구전략의 시점과 속도에 

대해 개별국가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

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1년에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해도 지금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밸런스시트의 정상화 또는 긴축 정

책으로 즉각 선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 연준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및 인플

레이션에 대한 FOMC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목표 범위를 지금의 수준으로 유

지하겠다13고 밝혔다. 심각해지는 COVID-19 확산세

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하긴 했지만 금리 상

승 시점은 종합적인 경제 회복 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ECB도 2021년에 4가 

지 종류의 긴급장기대출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예

정이며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2021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14 조기 테이

퍼링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처럼 COVID-19 

종식 시점에 대한 예측은 차치하고서라도, 회복이 쉽

지 않아 보이는 실물경제 상황과 자금 회수시 발생할 

수 있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

적인 통화정책 추진 시점은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FRB, ECB,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

들을 제외한 개별 중앙은행들이 자율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

국 등의 경제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국가

간 연계성이 높아진 금융 시장에서 금융불안 리스크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미국이 7년 만

에 단기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과거 미 정책금

리 인상시기를 전후하여 신흥국에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어 환차익 및 투자수익률 제고를 

겨냥한 국제자본 유출입 변동이 신흥국 위기 발생에 원

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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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의 경제회복 상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계성이 높

아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될 경

우 유동성 정상화 리스크 발 글로벌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 금융안정 추구를 위한 전략적 
준비에 돌입해야

분석한 바와 같이 COVID-19 팬데믹으로 추진된 양

적완화 정책은 효과가 불투명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잠

재적 위험이 있는 데다, 대규모 부양책의 경우 팬데믹 

상황 장기화 시 재정적자 규모 확대 관련 논쟁에 휘말

릴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고려해 국내

에서도 장기적 금융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 

마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내수 및 경기가 부진하

다는 평가15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 적극적

인 재정정책, 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구조개선 등과 

통화정책간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 구

조조정 과정 등에서 유동성 지원과 조성 자금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 노력과 필요시 규정 

개정을 위한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국 

금리 인상 시 한국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해 부채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는 경우 한국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을 감안해 금

융 안정성 유지에 대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

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목표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긴밀해진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 간 실질적이고 상시적

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대

한 의견 공유를 통해 정책적 협의에 힘써야 한다. 긴축 

정책 기조로의 성급한 전환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 회수와 자산 불균

형 해소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만큼 시점에 

대한 선제적 고민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발 경제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고, 세계 금융시

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 한겨레, "KDI '내수부진' 처음 밝혀… 경기 둔화 공식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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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에 선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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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현황과 글로벌 제조 산업 
지형의 변화

국내 제조업은 2020년 3분기 이후 COVID-19 여

파로부터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

으며 2021년에도 제조업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고객 비중이 큰 지방은

행의 연체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COVID-19

에 따른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존재하며1,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2 

한편 전 세계적인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제조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고 자국 제조업

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 전

환의 과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

쟁력과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

기 상황에도 투자를 지연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이코노믹리뷰, "코로나발 제조업 연체 엄습…지방은행 수익성 '비상' ", 2020.12.24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산업 패러다임 전환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이 서비스업과의 경계가 모호

해지거나 첨단기술의 도입과 함께 사업분야가 변경 및 

융합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개별 기업 또는 국가에 영향을 

미친 전례가 다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롤필름을 개발

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로의 변화를 외면하다 파산 

위기를 맞이한 사례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처하

그림 1

제조업 취업자수

제조업 취업자수(우측) 전년 동월 대비 증감(좌측)

출처: 통계청

20

(만명) (S.A., 만명)

10

0

-10

-20

470

17.01 18.01 19.01 20.1 20.10

460

450

440

430

변곡점에 온 제조업



7 Mega Trends46

Deloitte Insights

3 이코노미조선, "한·일 산업대첩 – 2. 전자부문 비교", 2012.10.01

4        산업연구원,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2020.02

5        Deloitte, "Electric Vehicles", 2020.04

6        매일경제, "전기車전쟁 한창인데…'약골' 국내부품사 R&D 꿈도 못꿔", 2020.07.19

7        KOTRA, "2021 미국 제조업, 혁신 가속화될 전망", 2020.12.21

8        산업연구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2017.12

지 못한 대표 사례로 자주 회자된다. 또 다른 예로 파

나소닉은 과거 TV 패널시장이 PDP에서 OLED로 변

화하는 전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PDP 공장

에 2,100억 엔을 투자하였으며, 공장 완공 시점에는 

TV 시장 주력 제품이 이미 LCD로 전환되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3

최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제

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19세기 말에 

태동하여 20세기에는 선진국을 대표하는 종합 산업으

로 성장했으나, 21세기에 미래차로의 전환기에 진입

하면서 GM 파산 위기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격변

을 겪고 있다.4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 시대에 선두가 되

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

나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

환하는 변곡점에 있다. 이에 완성차 대기업과 세계적

인 부품사들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을 포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국내 중소 부품사들은 난

색을 표하고 있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세계 전기

차 시장은 2030년 3,11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5, 기존 자동차 기계 부품은 전기·전자 부품

으로 대체되고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던 엔진과 변속기

는 배터리와 모터로 대체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부

품업체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

을 창출할 여력조차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최

근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협력업체의 1/3은 전기차 시

대에 대비하기 위한 R&D에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

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사업 구조 전환 대책이나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 대상 통폐합 등의 의견이 나

오고 있다.6

선진국과 신흥국의 제조업 강화 노력 

선진국은 디지털화 등 제조업 혁신을 통한 자체적인 

제조 경쟁력 강화와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설비 공급

을 늘리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선진국 제조업체들은 해외

에 위치한 생산시설과 인간의 노동력, 물리적 공간에 

의존하는 것의 취약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센서, 머

신러닝,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엣

지 컴퓨팅 및 5G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첨단기술이 주

목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생산시설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7 이미 독일의 경우 

2017년부터 제조업 4.0 전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환경에

서 산업 선도 업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으며8, 많은 미국 제조기업들이 IoT, 클라우

드, 엣지컴퓨팅, RPA, 인공지능, 머신러닝, 비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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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국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2018.04.06

10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간KDB리포트 862호", 2020.01.13

11     포스코경제연구원,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성", 2019.01

템, 증강현실 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효율과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선진국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

자하는 동시에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 독

일, 일본 등이 일찍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

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더욱 독려하면서 IT기업의 본

국 회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2013년부터 유턴기업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많은 제조 기업이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 창출능력(부가가치/산출)이 OECD 평균

(30%)보다도 낮은 25.5%9로 제조 기업을 유치할 역 

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신흥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과

잉이 심화되는 추세다.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인

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은 경쟁적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

을 펼치며 설비를 늘리고 자국에 공급망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은 전자 및 기계엔지

니어링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2035년까

지 첨단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내 베트남 기

업 역할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다.10

해외 제조업 혁신 사례

국내 제조업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뒤처지지 않

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서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신흥국보다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제공하여 현재의 애매모호한 입지를 극

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

고 부실화되는 기업 발생을 예방하며 구조를 개선하려

면 선제적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의 수단이 필요하나, 

국내의 구조조정 제도가 사후 처리 위주, 채무 구조조

정 위주의 대응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11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국가 또는 민간 차원 구조조

정 및 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신흥국 제조업 육성전략

주요내용

중   국

2025년까지
핵심 자급률 70%달성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자동차, 전기전자 등 
10대 산업 육성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여 
지속성장 기반 마련

베트남 태   국 인   도

출처:KDB 산업은행

전략명 제조 2025 베트남 산업발전 전략 태국 4.0 Make in India

변곡점에 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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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재생기구: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 

후 관민합작 구조조정펀드인 '산업재생기구'를 활 

용하여 민간자본을 구조조정 시장으로 유입시키

고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

환하였다. 산업재생기구는 위험자금 공급, 민간자 

본과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한 시장중심 구조 

조정을 수행하였고 다이호공업(제조업), 미사와

(건설업) 등 주요 지원대상기업의 실적이 개선되

었다.12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통합 전략: 환경규 

제 강화와 친환경차로의 급속한 변화 상황에서 글

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합병이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

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그룹 

(PSA)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세계 4위 규모의 자

동차 그룹 '스텔란티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3

사업부문 매각: 2014년 소니는 적자에 시달리던 

PC 사업을 구조조정 전문펀드에 매각하고 스마

트폰용 이미지센서, 게임 등 핵심 분야에만 집중

하기로 하였다. 이후 소니의 당해 연도 3분기 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7.5% 상승하였다.14

전략적 협업: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은 자율주행차용 연구개발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의 모기업 다임러와 BMW는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분야 기술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15

신사업 발굴: IBM은 1990년대 컴퓨터 시장에

서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사업 환경 변화로 위기

를 맞자 주력상품이었던 하드웨어 사업을 축소하

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

델을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검색광고 기업이었던 

구글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 경

계를 넘나드는 신사업 진출 사례가 자주 등장하

고 있다. 

원가 혁신: 2011년 가전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미

국으로 이전한 GE의 경우, 미국 공장을 첨단화하

여 중국에서의 생산에 비해 원가가 약 10%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16 딜로이트가 실시한 미국 제조기업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클

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제조 기업들이 운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글로벌 수

요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제조업체 수출

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긍정적인 상황을 기회로 

삼아 투자와 구조 개편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면 국가와 개별 기업 모두가 미래 시장에서 더욱 공고

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12       산업정책연구원, "일본 사업재편 활용사례 분석 연구", 2016.02

13    Financial times, "Japanese officials sought a Nissan-Honda merger", 2020.08

14       산업정책연구원, "일본 사업재편 활용사례 분석연구", 2016.02

15       국민일보, "현대·기아차 자율차 상용화 협업 속도 높인다", 2019.06.13

16       이코노미조선, "GE·혼다 등 美·日 제조 대기업, 본국으로 공장 이전",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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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몰고온 소비 트렌드

2020년에 일어난 전 세계 모든 부분의 변화를 

COVID-19 팬데믹으로 설명가능하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집콕'과 '비대면'이 일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자리잡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과 물리적 접촉이 더 

어색한 세상이 도래했다. 백신 접종 개시에도 팬데믹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COVID-19

가 가속화시킨 트렌드가 이후에도 '뉴 노멀'로 자리잡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OVID-19로 나타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 2021년에 더욱 강화될 트렌

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 경험을 중시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과 브랜드의 수가 과거보다 압

도적으로 많아진 환경에서 고객과의 정서적 관계 유지

는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필

수요건으로 떠올랐다. 비용 측면에서 기존 고객을 단

골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경

제적인 데다 고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족할 경우 

재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고객 경

험을 중시하는 기업의 태도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과 같은 다양한 배송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한 물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 받

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소

유보다는 경험'이라는 말에서도 최근 경험중심으로 소

비 행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구매

를 통한 소비자의 경험과 만족이 중요해지다 보니 이

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기업도 진화

를 거듭하고 있다. 

Last-mile Delivery의 진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의 행동반경

이 크게 축소되면서 온라인 구매 및 배송 서비스 수요

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타사 대비 다양한 

제품을 확보하거나 제품 자체의 가치, 합리적 가격 등

으로 경쟁했다면 최근에는 배송 편의가 핵심 경쟁력으

로 떠오른 것이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mile Delivery, LMD)

는 유통업체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물류 단계

를 뜻하는 용어로,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와 고

객 접점 확대 등을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배송 서비스 측면에서의 안전 및 편

의성 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물류와 IT기술의 만

남, 감성적 측면에서 고객 만족 등을 포괄한다. 유통업

체에겐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이지만 소비자에겐 사용 

경험이 형성되는 첫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OVID-19 이전부터 전 세계 유통업계는 다양한 방

법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

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고객 부재 시 물건의 도난, 파

손, 변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은 2001년

부터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아마존 라커(Amazon 

Lockers)'를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배달원

이 차량 트렁크 안까지 주문상품을 배달해주는 '인카딜

리버리'와 고객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택배를 놓고 오는 

'인홈딜리버리' 서비스를 출범하며 물류 차별화 정책

을 세밀하게 구체화시켰다. 이에 맞서 월마트는 미국인 

대부분이 월마트 매장 10km 이내에 살고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 많은 매장을 픽업 

장소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처럼 라스트 마

일 딜리버리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한 유통업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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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차세대 생존전략으로 떠올랐으며 이커머스 및 모

바일 시장의 성장, On-Demand, Online to Offline 

등 고객 니즈의 변화,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 증가, IT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향후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COVID-19 확산을 계기로 이커머

스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 가구 맞춤 서비스, 정기배송 서비스 등은 

간편식과 생필품에서부터 주류 및 미용용품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군에 적용되어 고객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

다. 또한 주로 빠른 배송에 대한 요구가 컸던 과거와는 

달리,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상품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스타트업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기업까지 기존의 물류 방식을 

재편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처럼 소

비 과정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통

업계 기업들은 기존의 빠른 배송에서 탈피해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무형의 배송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

고 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효율적 물류 시스템

을 갖춰 물품의 파손, 절도,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경비

를 절감할 수 있고, 배송 품질에 감동한 고객이 충석고

객으로 자리잡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향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장은 로봇 기술과 물

류 혁신 및 투자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라

스트 마일 딜리버리 분야의 선두 기업인 아마존은 자체

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온데 더해 

최근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Zoox)를 인수했다. 소

형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자체 고안된 '라스트 마일 딜

리버리 로봇'부터, 드론을 통한 배달에 이르기까지 배

달서비스의 고도화에 앞장서며 고객들의 관심을 자극

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업체인 DHL 역시 미국과 아시

아 등에 물류 관련 연구센터를 설립해 미래 물류 산업

과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체

계적으로 연구하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솔루션을 개

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주요 자동차 회사도 자

율주행차를 활용한 무인배달 시범사업을 직접 진행하

거나 IT기술을 바탕으로 라스트 마일 물류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라스트 마일 딜리

버리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유통업계를 넘

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는 만

큼 고객 접점 확대와 고객 만족 중시는 다양한 모습으

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구독 소비 문화 확산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

비 문화가 조금씩 인기를 끌면서 정기적으로 일정 비용

을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와 주

기에 맞춰 수령할 수 있는 구독 경제가 주목을 받아 왔

다. 팬데믹 발생 이후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로 오프라

인 소비나 영화관 방문 등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자 다

양한 산업 내의 구독형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

가하였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자 홈인테리어와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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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에 맞춰 가구 

구독 서비스가 런칭되며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업

무공간의 공유 및 구독 서비스는 창업자의 막대한 투자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초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다 유동적인 공간 소비를 가능하게 하면서 소비자 효용

을 제공하고 있다. 모빌리티 구독 시스템은 차종을 바

꿔 탈 수 있는 기회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에서 

내린 후 목적지 도달에 필요한 개인형 모빌리티 연계도 

가능하게 해 이동 편의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구독 경제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COVID-19 사태

라는 외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를 평가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의 확산이라는 내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산은 

부족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초기 구독 서비스의 핵심 고객이

었다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

하는 중장년층까지 매료시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독 서비스의 소비 세대는 다양해졌지만 이들 모두 

제품의 본질적 효용에다 경험의 가치를 더해 만족을 얻

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한 유료 구독 모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 사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리게 하고 기

업에게는 공유경제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더 뚜렷하

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와 공급 측 모두에서의 관심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독서비스는 신문, 잡지,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

송 받는 서비스에서 시작해 큰 금액을 나눠서 지불하

는 할부 개념이 적용된 정수기 및 안마 의자 렌탈 방식

을 거쳐 빅데이터, 큐레이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접

목된 지금의 전문적인 형태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2023년에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75%가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1임을 감안할 때 

구독 경제는 향후 소비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

는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구독 경제

에서 저가 서비스가 더 이상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없는 만큼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접점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한경비즈니스, "입고 먹고 머무르는 의식주에서 이동·즐기기까지…뜨는 구독 비즈니스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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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는 신문, 잡지,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 받는 서비스에서 시작

해 큰 금액을 나눠서 지불하는 할부 개념

이 적용된 정수기 및 안마 의자 렌탈 방

식을 거쳐 빅데이터, 큐레이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접목된 지금의 전문적인 형

태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구독서비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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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내 공간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채널을 활

용한 언택트 소비가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첨단 무선 연결 기술 등 인터넷 연결 환경이 개선되면

서 언택트 소비의 대중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 트렌드에 새로운 고객층으로 유입된 중장년층 소비

자들에게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소비

할 수 있는 경험과 편리성을 제공해 소비 고객층을 확

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소비 증가세가 상당폭 확대되었는데, 품목별로는 기 

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음식서비스 소비가 대면 접 

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언택트 소

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커머스 소

비는 제품 배달 등을 포함한 '집안에서의 소비' 규모가 

아·태지역 기준 2025년까지 3조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COVID-19 여파로 언택트 

소비의 성장폭은 더 커질 전망3 이다. 

 Contact privately  l  인간적 요소 강화 요구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소비 행태는 COVID-19 팬데

믹을 통해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디지털 경험에 '인간

인간적 교류 여부에 따른 구매행태 양분화

한때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망 소비 트렌드로 주

목받던 언택트 소비가 이제는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대

중적 트렌드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디지털 사회로의 이

동중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비대면 소비 수요

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면 활

동을 통한 소비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

의 특성이 전 세대로 확장되면서 언택트 소비는 팬데

믹 종식 후에도 소비 시장  핵심 트렌드의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적 교류로 부가가치가 창출

되고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양분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 과정에

서 대면활동이 필요 없는 소비재 등을 구매할 때는 편

리성과 가성비를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소비

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반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소비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ontactless  l   대세가 된 언택트 소비 

어느덧 일상적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은 언택트 소

비는 COVID-19 종식이 가시화 되더라도 수차례 재

확산을 경험한 탓에 재발에 대한 우려를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심리적 여건과 건강, 위생, 대면활동을 통한 전

염 확산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경각심에 기인해 

향후에도 중요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백

신이 보급되고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편리한 언택트 

소비 경험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OVID-19 감염 확산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진행되

는 동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인구 밀집도가 

2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이슈 모니터링: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의 대응전략", 2020.09.25

3        Deloitte, "Contactless Economy",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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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가 좀 더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거세

게 일고 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개인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와 디지털 수단을 기반으로 '집콕'소비와 매장

소비 행태가 합쳐지게 되면서 소비자의 니즈는 더욱 역

동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했으며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해졌다. 

특히 COVID-19가 가져온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극

복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소비 심리가 육

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 라이프스타일, 자기계

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

를 추구하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활동중에서도 인간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인간적 교류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휴머니즘이 가미된 디지털 기술의 수

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

공학, 머신러닝의 발전 양상이 그동안 자동화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인지역량을 포함한 활동에서도 기

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택트 기술의 보조를 

받는 소비 경험 고도화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오직 한 명의 고객을 위한 사전예약 피팅룸, 자신의 

취향에 기반한 구매지원 서비스, 탈의실 바깥으로 나가

지 않고도 다른 품목을 찾아보고 요청할 수 있는 스마

트 거울 등 언택트 소비 흐름 속에서도 물리적 구매 경

험과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객 경험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 경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4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보

다 안전한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인간적 요소

를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 방식에 대한 요구는 지

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4 Deloitte, "Contactless Economy", 2020. 09

COVID-19가 몰고온 소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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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1년에는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

다. COVID-19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백신 보급

은 이미 시작되었고, 추가적인 의료시스템 개선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도구 사용이 예상된다. 한

편 바이든 행정부도 미중 간 갈등구도를 유지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에 대비한 전략 개발과 공급망 재구성 등의 노력을 지

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에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투

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COVID-19 불확실성 탈피 여부

2020년 하반기까지는 COVID-19 2차 대유행으

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

말 백신 개발 및 접종 개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백신 보

2020년 세계는 전례없는 COVID-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을 겪었으며 2021년 전망 또한 

COVID-19 전파 및 백신 보급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셧다운(shutdown)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수

요 침체로 주요국 대부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MF는 COVID-19 발생 이전

인 2019년 10월에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3.4%로 예상하였으나 2020년 6월에는 이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하였고 2020년 10월 팬데믹이 다

소 진정되자 -4.4%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COVID-19의 부정적 영향도 마침내는 지나

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제약사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 

트라제네카 등이 백신 개발을 완료하여 영국을 시작으 

로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도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1월 1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 2,500만명이 백신을 접종했다.1  국가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2021년 전 세계는 COVID-19 불확

실성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2020년의 침체로

부터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

전세계 및 주요국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0 2021

2019.10 
(COVID-19 발병 이전)

전세계 3.4% -5.2% -4.4% 5.2

미    국 2.1% -8.0% -4.3% 3.1

유로존 1.4% -10.2% -8.3% 5.2

일    본 0.5% -5.8% -5.3% 2.3

한   국 2.2% -2.1% -1.9% 2.9

중    국 5.8% 1.0% 1.9% 8.2

2020.06월
전망치

2020.10월
전망치

2020.10월
전망치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KDI

1 Bloomberg, "Covid-19 Vaccine Tracker", 2021.01.11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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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하지만 백신 접종에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

한 COVID-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2020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2021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통화정책 

역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완

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기존 경제 위기 때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각국은 재정정책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1년 내 경제 활동 정상

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

종이 인구의 60%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집단면역 효

과가 나타나는데, 미국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받

을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1년 5~6월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 불확실성이 해소되

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의 

GDP 회복률은 백신 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2%p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2 다만 세계은행은 2021년 경제전망 

시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이미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2021년 경제성장률을 4.0%로 기존보다 0.2%p 하

향조정하였다.3

봉쇄 해제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이루

어질 경우 기업들은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던 고용이나 

신기술 투자, 설비 증설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COVID-19로 타격을 크게 입었던 항공, 호텔 및 

관광 관련 산업은 극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며 팬데믹

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들 간에 트레블 버블(여행

객 격리조치 면제)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COVID-19 재정대응 규모

출처: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0

2 Goldman Sachs, "V(accine)-Shaped Recovery", 2020.11

3 World Bank,"World Economic Outlook",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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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형 산업과 에

너지 및 환경, 건강 및 바이오경제 혁신, 우주탐사, 국

가안보를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 양자컴

퓨팅, 첨단제조업, 에너지, 해양 등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확보 및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

였다.4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공급망 국산

화, 국내 기술력 제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첨

단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기술의 장점을 취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해서 리더

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흥국 경

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노

동력의 가치가 이전보다 퇴색되면서 오히려 불리한 상

황에 처할 수 있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확장되는 재정 중 많은 금액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8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

는데, 해당 부양책의 30%가 그린딜(2050 탄소중립

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

경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5 중국도 풍력 등 환경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

할 계획이며, 한국도 한국판 뉴딜정책 중 친환경저탄

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에 약 7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대선 공약에서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투

자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6 

정부의 재정지출은 COVID-19 위기 극복 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인프라, 디지

털화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위기 극

복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로 장기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에

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미·중 긴장 불확실성 대응

미국 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 구도

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각국 정부 및 기업은 2021년

에도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미

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

의 기조는 완화될 전망이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처럼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외교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미국

의 강경책에 대응하고자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의존도

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일부 기업은 중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공급망 탈중국화

에 관한 논의는 우한에서 COVID-19가 발발한 지 얼

마 안된 시점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 임금인상과 가치사슬 상향 이동 

전략으로 저비용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일

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압박과 기술 갈등

이 격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전할 이

유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저임금 국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 투자 

각국은 미래 산업 패러다임 하에서 리더십을 유지하

4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scal Year 2021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2019.08.30

5 European Commission, "EU's Next Long-term budget & NextGenerationEU", 2020.11.11

6 Joe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 2020.12.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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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1 정례브리핑)", 2021.01

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9 OECD,"OECD Employment Outlook 2020", 2020.07

1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기 4.8%, 2021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9

이와 같은 COVID-19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

부는 2020년 중 재정지출을 17.0% 증가시키고 추경

을 네 차례 편성하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이

러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경기충격을 완충하였다는 평

가가 나온다.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재정지출이 전

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10이며 확장 재정은 한국판 

뉴딜,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될 계획

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의 경기회복이 제한적 수준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도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백신 접종을 이미 개시한 선진국의 팬데믹 상황

이 완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세가 차단되거나 백

신 또는 치료제 보급이 확실시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자산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

국가별 전망

한국

한국 내 COVID-19 백신 보급 계획은 질병관리청 

에서 1월 내로 확정할 방침으로7, 백신 효과에 따른 경

제 회복 속도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기활

동 재개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되 서비스 업황 

및 민간소비 반등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

러스 확산 차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 

상황과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으로 가계 소득의 반등

이 늦어지게 되고 보건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부진한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디게 나타날 전망이다.8 

실업률도 COVID-19 확산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인

데, OECD는 한국에서 COVID-19가 재확산되는 상

황을 가정할 경우 2020년 4분기 실업률을 5.1%, 

2021년 4.7%로 예상하였고, COVID-19 확산이 억

제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실업률이 2020년 4분

그림 3

근로 및 사업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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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국내 수출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2020년 2분기엔 현

금 및 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 4,000조를 돌파하였다.11 

COVID-19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이러한 금융자산

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상승폭을 가속화시킬 수 있

으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괴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은 2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미국과 유

럽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20년  

10월, 11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각각 5.4%, 6.3% 증

가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12 수출은 미국과 유럽 지역

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COVID-19 영향권에서 벗어나 2021년에 U자형 반등

을 하게 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 한국은행, "2020년 2/4분기 중 자금순환", 2020.10.07

12 관세청, "'20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 및' 20년 11월 수출입현황", 2020.11.16 및 2020.12.01

13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Employment Situation – December 2020",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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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COVID-19 확산에 의한 타격으로 경제성장

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었다가 최근 백신 보급 

및 경제 활성화 기대감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할 것 

으로 전망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 

는데, 2021년 1월 발표된 미국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 

율(BEI)은 2.10%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2021년에 COVID-19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달성 

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연수요(pent-up dem- 

and) 발생이 기대되며 투자자산에도 버블이 형성될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2021년 상반기에 매우 느

린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아직 이 같은 기대감이 고용 시장까지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0년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14만 개가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7%를 기록했는데13, 이는 미국 각주 정부

에서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부진

한 이유는 많은 기업이 COVID-19발 경기침체의 영향

으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용시장 회복이 계속 둔화 양상을 보일 경우 12월 기

준으로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소비 지출 

회복 또한 지연되어 2021년 미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한 기대감에도 불구, 고용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미국 역시 확장적 재

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제로금

리에 도달해 있는 상황으로, 연방준비기금의 통화정

2021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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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Insights

그림 5

미국 월별 실업률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4 Joe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 2020.12.23 접속

15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0", 2020.03

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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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여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정책 규모가 경제 모멘텀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의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 규모가 4조 달러인 상

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

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

을 발표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국 재정 규모는 GDP대비 15%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

히 바이든 대통령은 4년 간 미국 GDP 대비 2.3%에 해

당하는 액수인 2조 달러를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

지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하여,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 의사를 밝혔다.14   

유럽

유럽은 적극적으로 셧다운(shutdown) 조치를 시 

행 한 데다 관광 수입 비중이 높아 주요국 중  COVID-19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15 실물경제 타격 

으로 2021년 1월 유로존 서비스 PMI(구매관리자지

수)는 지난 12월(46.4)보다도 낮은 45.0을 기록하

며 장기간 50이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봉

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여 2020년 3분기까지 유럽의 

신규 감염 건수가 급감해 왔으나 10월 말 COVID-19

가 대규모로 재확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봉쇄 조치

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고 영국 서비스업 PMI는 브렉

시트 영향까지 겹쳐 12월 49.4에서 1월 38.8로 급락

했다. 다만 이미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개시하였

고, 2021년에는 백신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유

럽 경제는 4분기까지의 GDP 증가율 하락세에서 벗어

나 2021년에는 5%대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6

소비 또한 COVID-19 확산과 거리두기에 좌우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1월 소매판매량은 

COVID-19 재확산 영향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하

며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전월

보다 섬유,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소비가 17.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OVID-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

큼 당분간은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기업들의 부실은 리스크 요인이다. IMF는 유

로존 내 기업 다수가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파산

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대규모 부도를 방지하기 위

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FIRED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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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후

에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에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감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조치이므로 IMF는 '생

존할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되도록 하면서 생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17

구체화 되어가는 백신 보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가능성 

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유럽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지 

속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내 경기 회 

복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8조 유로 규모 

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은 주로 그린딜

(30% of Fund) 및 디지털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18

또한, ECB는 1.3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긴급매입프로 

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 

gram)을 최소 2022년 3월까지 연장19하기로 하였으 

나, 통화정책 효과가 이전보다 적을 수 있으며 확장적 

통화정책에 맞추어 각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재정지출

을 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20

생산량, 신규주문, 수출주문, 고용, 가격

책정 및 신뢰지수와 같은 하위 지표를 기

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지표로, 50을 

초과하면 해당 부문의 활동이 증가세임

을 나타낸다. 서비스 PMI에는 관광, 호

텔 및 레저, 도소매, 운송, 통신, 금융, 전

문 서비스, 교육 및 헬스케어가 포함된다. 

PMI(구매관리자지수)란?

17 Financial Times, "IMF calls for more support to tackle risk of fresh eurozone downturn", 2020.11.30

18 European Commission, "EU's Next Long-term budget & NextGenerationEU", 2020.11.11

19 European Central Bank press release,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0.12.10

20 European Central Bank, "Meeting of 28-29 October 2020", 2020.11.26

21 Reuters, "China's export growth seen slowing in December; imports steady: Reuters poll", 2021.01.11

중국

중국은 COVID-19 조기 종식과 함께 일찍이 정상

화 궤도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며 2021년에도 소비심

리 개선과 인프라 투자수요 증가, 기저효과 등을 발판 

삼아 7~8%대 경제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망이 붕괴된 글로벌 국가들로부터의 수요 

증가가 원인이 되어 2020년 2분기 이후부터 강력한 

수출 반등세가 나타났다. 2020년 12월에는 교역국의 

COVID-19 재확산 영향으로 전월(21.1%)보다는 수

출 증가세가 완만해져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기

록했으나21,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개별 

수출 기업은 순이익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올해 전세

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될 경우 주요국 공급망 회복과 팬

데믹 관련 물품 수요 감소로 중국의 수출 급증세는 둔

화될 수 있으며 여행업 회복 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규

모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중국 대외 무역 흑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미·중 갈등과 부채 

문제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2년 간 중국의 대

미 무역흑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미·중 긴장

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

다. 특별히 기술 패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기

술 발전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과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을 지속하고

는 있지만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독자적 연구 역

량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22 이

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대

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접근성 및 정부지

도기금(Government-guided funds)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술 자립 노력을 추진 

2021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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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2020.02.28

23 한국은행, "중국 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2020.08.27

24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 2020.12.21

2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11)", 2020.11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14차 5개년 규회(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0.12.02

27 국제금융센터, "중국 쌍순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20.10.23

중이다.23

또한,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24

중국의 부채 위험은 예전부터 거론되어오던 문제이지

만 칭화유니, 융천석탄, 화천그룹 등 중국 내 대표적인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 건수까지 급증하고 있어 위기

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감독당국의 신속한 조치

와 중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풍부한 시중 유동성 덕

분에 시장에서는 당장 국유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25

최근 중국은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공표하며 국제

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내 경제(민간소비

와 신산업)를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쌍순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5G 같은 신형 인프라와 풍

력 등 환경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여 내수를 활성화하

고, 민간소비 비중을 GDP 대비 55~60%까지 확대26

하며, 기술자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에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으로부터

의 역내 자금유입을 유도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등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27  

그림 6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

출처: 윈드(Wind)

단위: 억 위안

*2020년은 1~11월 기준

2016 374

2017 312

2018 1,210

2020 1,370

2019 1,494

그림 7

중국 대외의존도 추이
GDP 대비 수출·수입 비중

출처: World Bank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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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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03

04 05 06

높은수요/
기회

회복 중립
(유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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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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반도체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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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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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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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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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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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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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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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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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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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산업별 전망 75



76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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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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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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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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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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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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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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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방향성 
(Dynamics)

Major Player의 
동향

Major Player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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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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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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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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시대가 도래했다

딜로이트의 미국 제조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스마

트팩토리를  선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 

은 도입 후 운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창 

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비전시스템, 증강현실시스템 등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공정 효율 향상, 품질 및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실질적으로 개

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1

또한, 설문 참여 기업의 80% 이상이 스마트팩토리

가 미래 제조 운영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업간 경쟁력 차이를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가까운 미래에 스마 

트팩토리가 제조기업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2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End im- 

age는 명확하다. 모든 장비와 데이터가 연결되어 최첨 

단 기술이 사람보다 더 우수한 판단을 내리며, 사전적 

으로 고장을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운전 조

건을 자동으로 미세조정하여 전체 공장의 최적화 운영

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스

마트팩토리 실행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례로,1개 이상의 공장에 대한 스마트팩토

리 구축을 완료(Full Conversion)했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5%에 불과했으며, 30%의 기업들은 최

근에 들어서야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과제들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고 답했다.3 이는, 여전히 65%의 기업들

은 스마트팩토리가 근미래에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아직 스마트팩토리와 관련

된 본격적인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4  

국내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다. 스마트팩토리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

신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은 신속히 추진하여 성과물

을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실무자들은 인력/

데이터/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외부 성공 사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경영진에게 추진의 투자대비 

효과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기고문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필요성 및 미래 

모습에 대한 공감은 가지고 있지만 추진을 망설이고 있

는 기업들에게 딜로이트의 조사결과와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아래의 주제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

고자 한다.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뿐 아니라, 이미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Deloitte Insights' suite of articles on Industry 4.0 and Digital Supply Networks.

2 Paul Wellener et al., "2019 Deloitte and MAPI Smart Factory Study: Capturing value through the digital journey, Deloitte  
 Insights and MAPI", 2019.09

3 Wellener et al., 2019 Deloitte and MAPI Smart Factory Study.

4 We further add that 19 percent of manufacturers report that they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스마트팩토리

로부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스마트팩토리의 가치 확대를 위한 제언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팩토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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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업들의 특성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결과 

가 성공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스마트팩토리를 '혁신(Inno- 

vation)또는 변혁(Transformation)의 여정(Jour- 

ney)'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단

지 수사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스마트팩토리를 '특정 기 

술의 도입'이나 '대형 IT 프로젝트'와 같이 하나의 이벤

트로 인식하는 기업과는 실행 관점에서 큰 차이를 가져

오는 중요한 특성이다.

딜로이트는 설문을 통해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

로 추진한 기업들의 의견을 묻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한 테마를 정리하였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혁신과 

변혁 추진 시 핵심 성공 요인으로 여겨지는 변화 관리

와 문화에 관련된 4개의 테마와, 스마트팩토리에 특화

된(SmartFactory-specific) 3가지 테마를 더해 총 

7개의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아래 그림 1에 요약).

그림 1

성공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이니셔티브 핵심 테마

Human-centered design
based on real user needs

Connectivity as 
critical

Top-down, Bottom-up
approach

Managing the reality
of multiple devices

Diverse teams with a broad
variety of skill sets

Bridging the  IT/OT
devide

Ongoing Support
and  learning

최종 이용자의 니즈에 집중하고,

연결된 설비/장비로 부터

창출되는 정보의 가치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함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역량 확충에 집중하기 전에,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지 점검함

조직 전체 차원의 수용

전략적 고려, 기술의 채택을

원활하게 획득하기 위한

실무 레벨 및 리더십

레벨의 지원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비, 센서, 장비들과

여기서 창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

엔지니어, 데이터 관리, 분석 등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식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운영함

문화는 조직내 부서간에도

상이할 수 있음. 

이를 IT-OT  커뮤니케이션에서

통합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진행중인 스마트팩토리 성공 뿐 

아니라 향후 확장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인임

스마트팩토리 여정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 및 스킬을

개발하고 육성함

변화 관리 관련 테마

스마트팩토리 특화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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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관리 관련 테마

현장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기: Human-centered 

design based on real user needs

스마트팩토리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

업들은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할 때, 이용자(즉, 현장)

의 니즈와 수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한다. 스마트팩토리 추진 초기 어떤 도구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어떤 Pain-point가 존재하는지, 

문제 해결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를 통해 어떻

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

고 파악하는 '사람중심의 접근법'을 견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5 '유저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와 변해야 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우선

이며, 어떤 기술을 통해 이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선후관계가 분명

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꼭 필요하

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정보를 기준으로 일하는 방

식을 맞추게 되는 주객전도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있기 

때문이다.6 우선 순위가 역전될 경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현장의 피로도 및 비효율과 혼선을 야기하게 되

어 결국 조직의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Top-down / Bottom-up 접근병행: 

Top-down, Bottom-up approach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은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 및  

책임 단위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때 비로 

소 가능해진다. 스마트팩토리 진을 책임지는 챔피언은 

1)추진과정 중의 조직내/외 장애물 제거, 2)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확보, 3)스마트팩토리 비즈니스 

케이스의 수립/실행을 위해 현장 뿐만 아니라 리더십 

수준에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챔피언이 경영진의 지원을 확보해야만 스

마트팩토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 투자(e.g. 사람, 자금, 시간, 설비 등)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전략/SCM 등 각 분야의 경영진들은 각자의 위

치에서 어떻게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책임 영역에서의 장애 요인 제거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장 관리자(e.g. 공장 

관리자, 필드엔지니어, 제조설비 관련 오퍼레이터, 테

크니션)들은 스마트팩토리 추진 대상을 식별하며, 실

제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팩토리 추진 챔피언을 중심으로, 위로는 최 

고경영진, 아래로는 현장 담당자가 위치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방향으로 추진 동

력이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혹자는 'Top-down 

과 Bottom-up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추진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전 계

층/전 방향 추진은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핵심 요

소인 것으로 판단된다.7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부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추진 과제 

의 우선순위화, 추진의 주도권 확보, 추진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한 갈등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고경영진 또는 최고경영자

의 실질적인 참여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Deloitte interview, 2019.07.29

6 Deloitte interview, 2019.08.01

7 Deloitte interview,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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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역량과 스킬의 조화: Diverse teams with 

a broad span of skill sets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적인 결과 창출을 위해서는 여

러 부서의 다양한 역량과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당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한다. '다양한 역량과 스

킬'이라는 것은 제조/IT 등 일부 부서와 기능의 역량과 

스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R&D, 

IT, Supply Chain, 제조, 마스터데이터관리,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재무, UI기획, 인적자원관리 등 거의 모

든 부서와 기능 조직의 역량과 스킬을 의미한다.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꾸려진 팀, 즉 

Crossfunctional Team이 조직의 혁신과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8  딜로이트의 스마트팩토리 설

문에 참여한 대다수 실무자들은, 다양한 조직의 팀원

들로 Cross-functional Team을 구성함으로써 스마

트팩토리 추진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프로세스/통제

장치/문화 요인 등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과 확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강조하여 언급하였다.9

물론, 대부분의 기업에서 혁신 추진 시, Cross-fun 

ctional Team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지

만,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기존 조

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운영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통해 특

정 공정이 자동화 됨으로 인해 인력감축의 이슈가 대두

된다면 노조 및 공장 책임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성과 창

출과 직결된 이니셔티브이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추진의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감축된 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팀원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HR/전

략 등 전사정책부서가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한 책임/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과 학습: Ongoing support and

learning

스마트팩토리 추진 기업 경영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 보유 역량의 육성 및 미 보유 역량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추진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기업 중 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10 딜로이트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 관리자가 스마트팩토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

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1 즉,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는 조직으로 하여금 혁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부서와 조직 구성원들에게 새

로운 프로세스를 전파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스

8 Adam Mussomeli et al., The digital supply network meets the future of work: People, machines, and a new era of   
 collaboration, Deloitte Insights, 2017.12.18

9 Gerald C. Kane et al., Accelerating digital innovation inside and out: Agile teams, ecosystems, and ethics, Deloitte Insights,  
 2019.06.04

10 Punit Renjen, Industry 4.0: At the intersection of readiness and responsibility, Deloitte Insights, 2020.01.20

11 Mark Cotteleer and Timothy Murphy, The talent paradox: Technically advanced, intuitively limited, Deloitte Insights,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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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팩토리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기업/조직들이 충분

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

들이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공적인 

인재 육성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첨단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하며,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인재상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12

자체적인 역량 육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훈련만으로

는 스마트팩토리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을 기

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외부에서 핵심

인력(e.g.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을 채용했음에도 효과 

를 보지 못한 사례들도 자주 목격된다.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인

재를 포함하는 전체 조직의 직무와 직군, 평가, 승진 및 

경력개발 모델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 고유의 테마들: Smart factory 

specific themes

거의 모든 종류의 혁신에 있어 기업은 복잡한 문제

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스마트팩토리로의 전

환은 특히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몇 사항들이 존

재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  연결성: Connectivity as 

Critical

스마트팩토리의 가치는 자산, 프로세스, 사람 및 장

치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 연결성(Connectivity)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딜로이트가 조사한 거의 모든 스마트팩토리에서 연

결성 문제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연결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공장은 강철 및 콘크

리트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와이

파이와 셀룰러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은 설문에서

연결성 문제를 가장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딜

로이트 MAPI 설문 응답자 중 33%가 'IT 인프라 부족

은 스마트팩토리 이니셔티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했다.13  아무리 잘 설계된 스마트팩토리라고 하 더

라도,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가 정보 공유 및 액 

세스를 위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면 가치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연결

성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가 창출된 가치의 차이를 만들

어 낼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스마트팩토리가 잘 연

결된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될 경우, 스마트팩토리는 기

업들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장 내 설비/프

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 에

코시스템 및 DSN을 통해 공유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가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의 핵심이며, IT 인프라 구축

과정은 공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기기 간 연결 및 통합: Managing the 

Reality of Diverse Devices

스마트팩토리는 공장 내 존재하는 다양한 기계, 센서

및 기타 장치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통합 이슈도 연결 문

12 For more information on future roles in the smart factory, see Deloitte Insights' series on manufacturing personas.

13 Wellener et al., 2019 Deloitte and MAPI Smart Fac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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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 공장들조차도 서

로 다른 레이아웃, 장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제조 설비 간 연식의 다양성: 스마트팩토리의 구

축은 최첨단 제조기술과 가장 오래된 제조기술

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과제이다. 한 딜로이트 설

문 응답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설치된 

기계들을 연결하는 것은 분명 해결해야 할 어려

운 숙제였다'고 답했다.14 기업들에게 이는 분명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이지만, 기계들이 통합되

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기업에

게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의 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모든 

공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

트팩토리 구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하

드웨어 장치를 적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

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데이터 구조 및 형식의 다양성: 다양한 센서와 장

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각양각색의 포맷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

의 데이터와 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클렌징 및 매핑 작업은 스마트팩토리 구

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 방법의 다양성: 액세스, 품질, 보안 또는 시

스템 가동 시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모든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 항상 실

용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센서 부착

보다는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우

회적인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 기업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제조설비의 데이터를 온도, 화

학반응 시간 등 간접적인 프록시를 활용하여 제

조 설비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또 다른 기

업 은 오래된 아날로그 기계의 가동이 정상적인

지를 판단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AI, 비전 시

스템을 설치하여 계기판을 '읽어서' 데이터를 수

집하는 간접적인 접근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15

IT/OT 조직 간 원활한 협업: Bridging the IT/OT 

Divide

Deloitte-MAPI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27%는 IT

와 OT 조직 간 원활한 협업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있

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데이터 액세스와 권한, IT 개발 

권한, 기술적 접근 방식의 변화 등 이슈에서 IT 개발

자들과 OT 운영자들 간의 대립이 존재했다.16  심지어

는 일부 OT 부서는 신속한 변화를 위해 채택된 애자일 

(Agile)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 

했다.

IT 조직은 과거부터 기술을 검증하고 확보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OT 조직은 이러한 수요와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또한, IT 부

서는 시스템의 완결성에 집중하지만, OT 부서는 이를

본인들의 의견에 대한 저항 혹은 공장 운영 자체에 대

한 이해도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다. 세부 과제 간 우선

순위화 및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원활한 협업 촉진은 향후 기업이 스마트팩

토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Deloitte interview, 2019.07.29

15 Deloitte interview, 2019.07.31

16 Wellener et al., 2019 Deloitte and MAPI Smart Fac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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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스마트팩
토리로부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어떻게 

더 나은 프로세스와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가?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업들은 가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했다. 1)숨겨진 데이

터 발굴 및 데이터에 숨겨진 인사이트 식별, 2)구축된 

스마트팩토리를 더 확장된 공급망 네트워크에 연결,  

3)현 설비와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 4)기존

의 운영에 최신의 기술 적용, 5)더 넓은 에코시스템으

로의 확장 등이 그것이다(그림 2 요약).

숨어있는 인사이트의 발견: Illuminating 

the hidden factory

대부분의 스마트팩토리 추진기업 담당자들은 연결

성(Connectivity)의 중요성과 함께, 이전에는 연결

된 적이 없었던 자산과 데이터들을 광범위한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공장

과 자산들이 연결되면, 추출/해석/실행 할 수 있는 데

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새로운 데이

터들의 유입을 통해 조직은 지금까지는 관찰하거나 계

량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결된 자산과 데이터의 흐름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공

장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컴퓨팅 파워의 급격한 

향상으로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새로운 분석과 압도적인 수준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은 작업현장에서의 고급 분

석(Advanced Analytics) 기법을 활용해 장비의 운

전 상태 모니터링과 고장 예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

해 별도의 투자 없이 생산효율을 2배로 증가시켰다. 또

한, 해당 기업은 더 나아가 단일 공장에서의 정보 활용 

방식을 보다 넓은 공급망 네트워크로 확장 적용하였다. 

즉, 데이터 분석을 단순 생산 뿐 아니라 전체 밸류체인

으로 확장하여 주문처리, 제품개발, 생산계획, 공급 및 

고객서비스의 효율까지 높인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실행

그림 2

Always-on Connectivity 를 통한 더 큰 가치 창출

Illuminating the hidden factory

Augment current system for new value

Harness AI to  get to  the next level

Scale  the  smart  factory throughout  the  network  and  ecosystem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는, 기업으로 하여금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이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즉 공장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조명'을 가능하게 함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기업들은 기존의 린 생산방식(Lean Manufacturing) 및 인재 관리와 같은 방법론과 규정을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가치 창출, 생산성 제고,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음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은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해당 도구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함

단순히 단일 설비의 스마트 전환만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설비 네트워크로 확장 시, 

훨씬 더 큰 가치 창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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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세스 적용: 

Leverage current systems in new 

processes to achieve operational 

excellence

스마트팩토리 추진에 있어 기업들은 다양한 기기/데

이터/시스템에 대한 접근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

며, 넓은 범위의 시스템 및 자산을 연결하는 것이 어렵

고 복잡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하고, 여기서 창출

되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운영 최적화, 생산

성 개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다양한 문제

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린(Digital lean) 강화: 설비와 공장이 

존재해 온 이래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론 또한 널리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

는 프로세스 최적화와 가치 극대화를 위해 수십 

년 간 린 생산 방법론(Lean production)과 같

은 접근법을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방법론이 스

마트팩토리와 결합되며 최근 디지털 린(Digital 

Lean)이 출현하였다. 이는 린 생산에서 한층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산 운영에 관한 더 정교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미

처 보지 못했던 가치들까지 식별 가능하게 만드

는 데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스마트한 접근법 채택:  

전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팩토리 추진 경험을 보

유한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효과가 제

대로 창출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는 그 자체

만으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 유지보수인력, 설

비 운영인력 및 기타 인력들의 최적배치방법을 

제안하고, 심지어는 개개인에 대한 특성분석툴

(Persona-based Tool)을 활용하여 최적의 역

할 매칭까지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스마트팩토리 환경 내에서 디지털 기술과 물리

적 기술 모두를 활용하여 작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기술이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게 될 수도 있다.17

AI 기술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Harness 

AI and other advanced tools to get to 

the next level

스마트팩토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은 IT와 OT, 

즉, 기술과 인간의 융합이다. 로봇공학 등의 물리적 기

술은 설비 및 장비의 스마트화를 촉발시켰고, 최근 출

현한 IoT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기술은 대량의 데이

터와 정보의 생성,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회사의 경영진들은 IoT, AI, 클라우드, 분석(Analytics)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기

술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왔다.18 매우 많은 정보들이 광

범위한 소스로부터 수집되면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며, 효과 창

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에 힘입어, 현재 AI 기술이 접목

된 분석 도구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정보를 인

식하고,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던 주

요 데이터 간 관계도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산업설비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보

의 조합과 유형들을 학습하는 로봇이나,19 인간의 시각

17 Mussomeli et al., The digital supply network meets the future of work; For more information on future roles in the smart  
 factory, see Deloitte Insights' series on manufacturing personas.

18 Renjen, Industry 4.0.

19 Jessie Yeung, "Boston Dynamics' robot dog is now available for select customers", CNN Business,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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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각을 모방하여 품질관리/설비상태예측을 진행하

는 로봇과 결합하는 등 공장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20 또한, 예방 정비, 공장 내 투입 자재의 

동적 라우팅, 광범위한 운영 환경에 대한 분석 감지 및 

능동적 대응을 통제실 내에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스레드를 활용하면 제품 또는 공

정에 대한 감시 및 최적화(잠재적 이슈의 사전 감지, 공

장생산능력의 최적화 및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과값예

측 ,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상 히스토리를 디지털정 

보로 기록)도 가능하다.

위 사례들은 문제와 현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진단

이 이루어진다면, AI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구현경험의 적용확대: Scale 

throughout networks, ecosystems, and 

DSNs

스마트팩토리의 기능과 프로세스를 기업 네트워크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가치를 창출하거

나,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

업은 고도화 분석과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입 자재

구매의사결정을 최적화 했으며, 이를 전체 제조 네트워

크로 확산함으로써 두자리 수 이상의 수익성 제고 효과

를 창출했다. 유사한 사례로 모 제약업체에서 스마트팩

토리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밸류에

이션을 진행한 결과, 연간 5천~7천만 달러 규모의 순 

가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21

20 Adam Mussomeli et al., Building a cognitive digital supply network: Augmenting automation in an AI world, Deloitte   
 Insights, 2019.06.14

21 Laks Pernenkil et al., "The biopharma smart factory of the future", Deloitt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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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 운

영프로세스 개선을 하나의 공장/설비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네트워크 전체와 생태계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확대를 위한 제언

본 고에 기술된 다양한 사례들은 스마트팩토리를 도

입하려는 기업들에게 매우 다양한 교훈을 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는 스마트팩토리의 추진은 사람

중심의 경험(Human-centric experience)부터 더 

넓은 개념의 운영 및 기술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 사항들이 충분히 세심하게 고려되고 설계된다면, 

스마트팩토리는 기업들에게 운영 최적화를 위한 새로

운프로세스 개발과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예측-감지-

반응 체계 구현 등의 다양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툴이 될 것이다.

또한, 다수 기업들이 우선 국소적인 범위에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적용하여 테스트하고, 그 이후 본격

적으로 전체 기업 네트워크나 생태계 로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창출되는 가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조 

했었다.

전술된 수 많은 사례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도출되었

지만, 본 고의 독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보 전진의 중요성' 일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의 미래라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본고

는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나열함으로서 스마트팩토

리는 공중에 붕 떠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가치창

출이 가능한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있어 '한걸음을 내딛

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내/외부적 여건과 

성숙도 차이,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추

진 방향성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스마트팩토리가 창출하는 가치에 한걸음

이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미 스마

트팩토리의 여정을 시작한 기업이라면, 창출된 결과물

과 그 가치,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돌아보고, 이

를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

이다.

Business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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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경쟁사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착수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명확해진다. (물론 경쟁사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모두가 현 상태

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

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겠지만 말이다.)

더 우수하고 검증된 솔루션과 성공사례들이 시장에 

등장한 후에 착수하는 방안, 즉 관망 전략(Wait &See) 

도 고려 가능한 옵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 다. 하지만 그것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한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모든 공장들 간에는(심지어 같은 회사 내의 다

른 공장들 또는 같은 공장 내 다른 라인들 간에도)많

은 차이가 존재한다. 스마트팩토리의 구축은 한 기업 

내의 특정 라인이나 공정/설비에 적용한 사례를 동일 

공장 타 라인으로 확장하는 것 조차도 많은 고민과 조

정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향후 시장에 등

장하는 솔루션이 우리 회사의 공정과 인프라에 잘 들

어맞아서, 도입 즉시 이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경쟁

사들과의 격차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는 것은 너무나 희망적인 바램일 것이다. 이렇게 어

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시행착오 

들을 겪으면서 데이터 축적과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등 

'Lessons Learned' 를 축적한 기업들이야 말로, 잘 

개발된 솔루션이 등장했을 때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산업

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이들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 빠

른 속도로 벌어질 것이며, 이들이 후발주자라면 우리

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착수 시점

의 차이는 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다. 향후 아무리 뛰어난 솔루션들이 시장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회사들 간의 역량

과 조직 차이는 극복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

할 것도 없이, 먼저 시도해본 기업들이 더 빨리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시행착오는 비용이자 투자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스마트팩토리의 도입 여정(Journey)을 통해 정량적

인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운영체계, 문제

해결방식 등 다양한 정성적인 성과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성적 성과는 기업이 노력을 기울인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며, 향후 알맞은 솔루션'Right 

Solution'과 결합될 때 더 빛을 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영진과 의사결정자는 스마트팩

토리 추진여부와 기대효과를 판단할 때, 가늠하기 어 

려운 정성적인 효익도 반드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

기 경제성 관점에서의 ROI 만으로 추진여부와 지속여

부를 판단할 경우, 실기(失機)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운영 경쟁력 관점에서 확고한 우위가 없는 기업이라

면,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는 경

쟁기업들을 방어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새

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는 과거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들은 최첨단 기술과 연

결성 확보가 용이한 솔루션이 적용된 설비를 가지고 진

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쟁 포지션을 유지하

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여정에 

들어서야 한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

는 일만 남아 있다.

서석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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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Affairs)의 영상 의료 상담 서비스(VA Video 

Connect)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 주당 10,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주당 120,000명

까지 급증하였다.3 프랑스에서는 2020년 봄에 영상 

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이 40%~100% 증가했으며4, 

2020년 5월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는 14%의 캐나다인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영상 진

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5

영상 진료를 포함한 원격 의료 비중이 증가할수록 관

련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확대될 수 있

다. 2021년에는 원격 의료 및 가상 진료 솔루션 시장이 

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6 가상 진료 

의 성장과 함께, 2021년 의료기기 수준의 가정용 헬스

케어 기술(예: 스마트워치와 같이 의료용으로 인정받

은 소비재 등의 치료 및 모니터링 솔루션)도 2019년 

대비 20% 성장하여 판매 금액이 330억 달러를 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7

COVID-19 이후, 많은 환자와 의사가 원격 의료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

러한 양상은 장기화될 태세이다. 

COVID-19로 활성화된 원격 의료 및 영상 진료 

(Video visits)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는 의구심이 

팽배했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원격 의료에 더욱 조심

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줌(zoom)이

나 스카이프(skype)를 활용해 혈압을 재고, 목 안을 

검사하고, 피부 종양을 진단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최

근 많은 환자와 의사가 원격 의료의 효과와 장점에 대

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영상 진료 비율이 2019년 추

정치인 1%보다 늘어난 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5%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OECD 

36개국에서 2019년 한 해에만 총 5,000억 달러 규모

에 해당하는 85억 건의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중 영상 진료가 5%만 차지하더라도 진료 

건수로 4억 건 이상, 금액으로는 약 250억 달러에 해

당한다(금액은 의사가 진료 1건 당 환자, 보험사, 공단

에서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OVID-19와 영상 진료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

계는 명확하다. 팬데믹 이전 미국노인의료보험제도

(Medicare)의 지원을 받는 1차 진료 건수 중 원격

의료(Telehealth)는 0.1%에 불과했으나, 팬데믹 이 

후인 2020년 4월에는 43.5%로 증가하였다.2 원격 

의료에는 통화, 이메일, 비(非)영상 소프트웨어 솔루 

션 등도 포함되지만 영상 진료 건수 증가폭이 특히 높

았다. 또한, 미국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 

1 Benjamin Mueller, "Telemedicine arrives in the U.K.: '10 years of change in one week' ", 2020.04.04

2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Medicare beneficiary use of telehealth visits: Early data from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2020.07.28

3 Office of Public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VA Video Connect visits increase 1000% during COVID-19 pandemic"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0.06.12

4 "Covid-19 sparks rise in online GP services in France", 2020.03.06

5 Amina Zafar, "Many Canadians used virtual medical care during COVID-19, poll suggests", CBC, 2020.06.08 

6 Daily Chronicle, "Astonishing growth in telehealth virtual visits market which is growing exponentially with the major key  
 players in the market within the forecast period 2020-2027", 2020.08.28

7 Kavita Joshi and Onkar Sumant, , Allied Market Research,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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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재택근무 때문에 처음으로 이를 

활용해보게 되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영

상 통화는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

이 자유자재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화면 밝기를 조

절하고 음소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젊은 세대보다 병원 이용률이 높은 수천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영상 통화 기능을 습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의 17%에 불과하지만 총 내원 인구의 30% 이상을 차

지한다.10 201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미국 일반 인

구 평균 대비 80%나 더 많이 내원하였다. 과거의 연

구에 따르면 고령 사용자들은 장비와 연결성이 갖추어

져 있더라도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영상진료의 성장 동력

영상 진료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었으나, 몇 

가지 성장 동력이 결합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하고있다.

COVID-19로 영상 진료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규제 장벽은 낮아졌다 

2020년 3월 한달 동안만 영국, 미국 및 독일 당국이

영상 진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 정보 관련 규정을 개

정하였다.8 영국의 한 의사는 '일주일 동안 10년치의 

변화를 목격하였다'고 발언했다.9 

COVID-19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 활

용법을 배워야 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 기간 동안 영

상 통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

그림 1

영국에서는 노트북을 제외한 기기 소유 비율의 세대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 연령별 기기 소유 비율

18 - 65세 65 - 75세

2015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노트북 혹은 태블릿

76%

91%

60%
66%

79% 79%

95% 98%

51%

82%

53%
66%

71% 68%

67% 96%

2015년 2015년 2015년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출처: 딜로이트 영국 글로벌 모바일 소비자 서베이 2015  및 2020  에디션

8 Mueller, "Telemedicine arrives in the U.K." 

9 Ibid.

10 Jill J. Ashman, Pinyao Rui, and Titilayo Okeyode, "Characteristics of office-based physician visits, 2016", NCHS Data Brief  
 No. 331,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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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낮았는데, 이는 고령 사용자들이 디지털에 익숙

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11 COVID-19는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켰다. 65세 이상 인구는 자녀, 손

자 또는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영상 통화 장비와 소프

트웨어에 빠르게 적응해왔다. 의사와의 원격 영상 진 

료에도 이러한 역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 

진료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

다. 

노년층은 가상 진료를 위한 장비를 거의 갖추

어 가고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세대 간 격차는 지난 5년 

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년층

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 진료 활용 역량도 증대

될 전망이다. 가상 진료는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의사

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에는 영상 통화에 필요한 기기(노트북,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를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그러

나 이러한 양상은 바뀌기 시작했다(그림 1). 2015년

에는 65세에서 75세까지의 영국인 중 영상 진료가 가

능한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율이 1/3에 달했으나, 

2020년까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노년

층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이 1/25로 떨어졌다.

노년층이 보유한 기기가 온라인 연결이 불가하다면 

소용이 없겠지만, 65세 이상의 온라인 연결 기기 보유 양

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5년 

간 미국 전체 인구의 인터넷 사용량은 6%p만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량은 16%p 증가

하였다. 2019년에 모든 고령층이 온라인 접속 가능한 

기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보급률 증가 추세에 팬

데믹 효과가 결합되면서 2020년 중반까지는 그 비중

이 3/4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

상은 65세 이상 연령층 사이에서 영상 진료가 확대되

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2

그림 2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대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 연령별 인터넷 사용

18세+ 65세+

84% 90%

57% 73%

2014년 2019년

출처: 퓨(Pew)리서치 센터, "인터넷/브로드밴드 팩트시트", 2019

11 Lancaster University, "Why some older people are rejecting digital technologies", Science Daily, 2018.03.12

12 Pew Research Center, "Internet/broadband fact sheet",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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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접근성과 속도가 개선되고 있다

가상 진료의 성장은 온라인 연결이 가능한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7년에는 미국 농촌 거주자의 

약 12%가 최대 다운로드 속도 10Mbps, 최대 업로드 

속도 1Mbps인 상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

다.13 게다가 이는 최대 속도로,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에 한 가정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속

도가 훨씬 느려진다. 대부분의 가상 진료 어플리케이

션은 적어도 0.5Mbps 이상의 업로드 속도를 갖추어

야 하는데, 이보다 연결 속도가 느린 사용자들은 영상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농촌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분류의 인

구 집단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공공지원 

주택 (social housing) 거주자, 저소득층, 시각장애

인 및 기타 장애인, 노숙자, 실업자,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과 해당 국가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디

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 문제는 더 심각하다.14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원격 의료, 그 중에서도 영

상 진료를 느리게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5G는 대용량 이미지와 고

화질 동영상 파일 전송 속도를 높이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및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 

기능을 개선시키며 연결 품질을 높여 원격 의료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G를 활용

하여 진단과 모니터링을 넘어 초저지연(10밀리초 미

만) 가상 기술을 이용한 원격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

다.15

COVID-19 영향으로 영상 진료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소비자와 기업들은 주로 이메일이나 메시지, 

음성 통화를 사용했고, 영상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 

용해 왔다. 이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데 

이터는 아직 없으나, '영상 통화는 뉴 노멀(new nor- 

mal)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라는 헤드라인 등을 볼 때 징후가 있음은 파악할 수 있

다.16 영상 통화가 참신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만약 비(非)영상 매체보다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실제로 커지고 있다면 이는 영상 진료에 두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메일과 음성 

통화에서 영상 통화로 영구 전환될 경우 2021년 모든 

진료 중 영상 진료가 5%의 비중만 차지할 것이라는 예

상치는 너무 낮다. 둘째, 영상 통화는 의료적 측면에서

도 가상 진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영상 기

술은 의료진이 환부를 진찰할 수 있도록 해주며, 환자

와 의료진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영

상 통화가 보급되기 훨씬 이전인 1979년에 한 연구에

서는 '표정, 목소리 톤 등의 효과적인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은 환자와 의사 간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필 

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17

13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9.03.29 

14 Karen Taylor, Bill Hall, and Sara Siegel, Deloitte, 2020.09

15 AT&T Business, "5 ways 5G will transform healthcare: Improving patient experience with personalized, preventative care",  
 accessed 2020.09.28

16 Sukhbir Cheema, "Video calling is the 'new normal' and it's all because of coronavirus", Mashable SE Asia, accessed   
 2020.09.28

17 Howard S. Friedman, "Nonverbal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actitioners",  35, no. 1 (1979): pp. 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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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진료 시장 규모 측정

2021년 영상 진료가 약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

었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진료 시장은 그 규모가 매

우 커졌지만, 연간 내원 횟수를 알려주는 정보 출처도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데다, 전 세계 내원 수를 집

계하는 단일 정보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

다. 시장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2021년에는 실제 내원과 가상 내원을 

모두 포함한 진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7,000억 달러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OECD 회원국

들이 5,0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만약 이중 

5%가 가상 진료라면 이는 25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결

론이 도출된다.

국가별 진료당 비용 합산

국가별 연간 진료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OECD가 국

가별로 발표하는 연간 1인당 의사 진찰에 대한 데이터18 

에 각국의 2020년 추정 인구를 곱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림3). 이 분석에 따르면 총 13억 1,000만 명의 인

구에 해당하는 36개 OECD 국가들에서 매년 87억 번

의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 보험사, 또는 양쪽 다 특정 수

준의 진료비를 지불한다. 반면에 일반 환자가 비용을 

전혀 내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게 지불하는 방식의 정

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환자가 일반의로부터 15분간 진찰받을 때 지

불하는 비용을 평균 비용으로 가정했다. 이것은 최소 

수준의 비용이며, 전문의 진료에 지불하는 비용은 훨

씬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림 3

전 세계적으로 매년 87억 건 이상의 실제 및 
가상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OECD 헬스케어 데이터, 누락된 국가 데이터는 딜로이트 조
사로 보완

2019년 국가별 연간 총 내원 횟수

국가

일본

미국

대한민국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영국

폴란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헝가리

콜롬비아

체코

벨기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스위스

그리스

스웨덴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연간 내원 횟수(백만)

1,594

930

866

829

801

411

385

361

341

340

288

253

199

154

103

94

88

83

73

71

60

59

54

37

34

27

27

25

24

24

22

18

14

11

7

4

18 "This indicator presents data on the number of consultations patients have with doctors in a given year. Consultations  
 with doctors can take place in doctors' offices or clinics, in hospital outpatient departments, or, in some cases, in patients'  
 own homes. Consultations with doctors refer to the number of contacts with physicians, both generalists and specialists.  
 There are variations across countries in the coverage of different types of consultations, notably in outpatient departments  
 of hospitals. The data come from administrative sources or surveys, depending on the country. This indicator is measured  
 per capita". See: OECD, "Data: Doctors' consultations", accessed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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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6개국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

과, 진료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진료당 가중 

평균 비용은 약 61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9 각 

국가의 진료 회수와 해당 국가의 진료당 비용을 곱하

면 진료 시장의 규모는 총 5,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진료 수익 비중 산출

진료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두번째 방법론으로 진

료 수익을 GDP의 퍼센트로 계산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8년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GDP는 총 53조 

달러였으며20 평균적으로 GDP의 8.8%를 의료비로 지 

출했다.21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 

의 의료 지출 비율을 각국 GDP에 대입해 계산하면 36개 

OECD 국가의 의료 지출은 총 6조 6,000억 달러가 된

다.

OECD는 36개 국가 중 22개국에 대해 2016년 일반 

1차 의료(치과, 예방 의학, 가정 기반 치료와 같은 기타 

1차 의료 서비스와 모든 입원 치료 제외) 관련 데이터

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평균적으로 일반 1차 의

료(내원 진료 등)가 전체 의료 지출의 6.8%를 차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2

이 비중이 36개국 전체에 걸쳐 대략 비슷한 수준이

라고 가정한다면, 2016년 OECD 회원국의 1차 의료 

지출 총액은 약 4,500억 달러로 계산된다. 전문의 진

료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면 모든 진료에 대한 OECD

의 총 지출은 5,000억 달러 이상이거나, 방법론1을 사

용하여 도출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타

난다. 

연간 환자 진료 데이터는 일부 비(非)OECD 국가

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7년 브라질에

서는 환자 한명이 연간 평균 2.8번 내원했는데, 브라

질 인구가 2억 1,2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라질 의사들이 거의 6억 번 진료했다는 결과가 나온

다.23  심지어 1회 내원 시 25달러를 지불한다고 가정하

면, OECD 국가의 의료 지출 규모에 150억 달러가 추

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큰 시장에 대한 자

료가 부족한데, 이러한 국가의 1인당 연간 내원 횟수

가 1~2회 정도라고 가정해도 전 세계 진료 시장의 내

원 수는 수 십억 회 더 증가한다. 이로써 세계 진료 시

장이 내원 횟수로는 연간 120억 건 이상이면서 규모

로는 7,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

게 된다.

결론

영상 진료 비중이 팬데믹 기간 중 확산된 수준을 유지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팬데믹 이전의 약 1%

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영상 진료 비중이 팬데믹을 기간 중 확산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나, 팬데믹 이전의 

약 1%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20년 여름 미국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웨비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만이 가상 진료

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24

가상 진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환자들

19 The weighted average cost is weighted by the number of annual visits per country times the price per visit paid in that  
 country.

20 The World Bank, "GDP (current US$)", 2020.09.28 

21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7.01 

22 OECD, "Primary care",  2020.09.28 

23 The Commonwealth Fund, "Average annual number of physician visits per capita, 2017", 2020.09.28

24  Edward Worthington,"The future o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Alpha Sense,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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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상 진료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가량이 통화나 웹 기반의 상담을 제공

하는 의료 전문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25 가상 진료

는 내원 시간을 20% 단축시켜 더 효율적인 편이며26 

전문의를 보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 또한 단축시킨다. 

(COVID-19 이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진료 시

행 이후 전문의 상담에 대한 대기 시간의 중간 값은 뉴

욕에서 50%, 샌프란시스코에서 75% 감소하였다.)27 

가상 진료가 시행되면 병원을 오갈 필요가 없어지는데

다 직접 내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기도 한

다.28 게다가 영상 진료가 편리성을 넘어서는 가치를 제

공하게 되면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환자들은 영상 진료가 내원 진

료와 같지 않다고 본다. 2020년 4월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66%의 응답자가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찰해야 한다고 응답

했으며, 56%는 가상 진료를 통해서는 내원 진료와 동

일한 수준의 케어나 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29 

많은 환자, 의료 전문가, 보험사, 규제 당국은 이미 영

상 진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채택률을 팬데믹 수

준 보다 높이려면 일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대다수 혹

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의료 기

관과 의료 생태계는 영상 진료 및 기타 가상 진료를 대

면 의료의 대안으로 간주해왔다. 새로운 시기가 열리기 

위해서는 영상진료를 진료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면

서 총 진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치료 모델을 위해 영

상 기술과 자신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일례로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태도에서부터 웹에서 대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 학

습과 교육 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웨어러블과 '니어

러블(nearables)' (Smart object: 소형 무선 컴퓨팅 

장치를 장착한 일상용품)을 통한 보다 선제적인 치료

와, 의료인을 지원하는 보다 보편적인 팀 기반 솔루션

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정부가 영상 진료 비용을 계속해서 보상

하는지 여부는 보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에

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보험사가 가상 진료에 대면 진료와 동

일하게 보상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COVID-19를 계기로 상황이 변했다. 상당수

25 Klick Health, "Patients prefer physicians who offer telemedicine during COVID-19 and beyond, says new Everyday Health  
 and Klick Health research", 2020.08.06 

26 Jake DiBattista, "Is there a real time advantage to telemedicine?, MiraMed, accessed", 2020.09.28  

27 Brooke LeVasseur, "How telehealth and econsults are reducing patient wait times", Patient Safety & Quality Healthcare,  
 2019.11.14

28 Jacob E. Simmering et al., "Are well-child visits a risk factor for subsequent influenza-like illness visits?",  35, no. 3 (2014):  
 pp. 251–6. 

29 David Betts, Leslie Korenda, and Shane Giuliani, Deloitte Insights, 2020.08.13

COVID-19가 촉진한 원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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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보험사와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팬데믹 때문에 가상 진료 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했다. 미국의 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에 접

수된 의료 보험 청구 건수의 0.2%만이 원격 의료에 대

한 것 이었지만, 2020년 3월에는 이 수치가 7.5%까

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 2020년 COVID-19 이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료 전문가의 2/3가 

'[가상 의료 도입을 가속화하는] 최우선 요인에 라이선

스 제한과 같은 규제 장벽을 극복하는 일은 물론 더 나

은 의료 결과를 보상하는 지불 방법 수립이 포함된다'

고 응답했다. 31

투자자와 기업은 가상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투자

뿐 아니라 인수합병(M&A)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

날 것을 예상해야 한다. 

2020년 1~2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혁신 자금 

이 2019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여 91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32 2020년 8월에 

는 텔라닥(Teladoc)이 리봉고(Livongo)를 185억 달 

러에 인수하면서, 원격 의료 업계의 두 선두 기업이 하나 

로 합쳐지는 결과가 발생했다.33 이와 같은 대규모는 아

니더라도 원격 의료 M&A가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영상 진료의 성장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산업은 가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90%와 65세 이상의 73%가 인 

터넷을 사용하지만 영상 진료가 보편화 되려면 이 두 

수치는 더 증가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 역시 비슷한 수

준의 인터넷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발 도상국

과 전 세계 농촌 지역의 경우 더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

기 때문에 영상 진료 확장을 위한 통신산업의 역할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의료용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는 분야는 영상 진료의 성장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 

성이 높다. 예를 들어, 스마트 워치 판매가 2020년에 

250억 달러까지 감소하긴 했지만, 향후 의학적으로 사

용될 것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매출 규모가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4 의료 산업의 변화를 주

도할 기술로 꼽히는 웨어러블 기기는 향후 5년간 병원비 

를 16%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35 반면 웨어

러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데, 일례로 미국 식품의약국

에서 승인한 애플워치는 심박세동을 진단 받은 사람들

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높은 위양성률로 

인해 건강하다고 추정되는 인구를 선별하는 데는 효과

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오늘날 의료 가방을 든 의사가 직접 왕진을 하는 모

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영상 진료 덕분에 환자들

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다시 펼쳐졌다. 

영상 진료가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

도, 점차 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것만큼 평범하고 신뢰 

받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 Worthington, "The future o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31 Bill Fera, "Casey Korba, and Maulesh Shukla, , Deloitte Insights", 2020.04.30

32 StartUp Health, "StartUp Health's 2020 midyear funding report shows a robust, diversified health innovation market",   
 2020.07.01  

33 Tom Murphy, "Telemedicine provider Teladoc to spend $18.5B on Livongo, Associated Press", 2020.08 

34 GlobalData, "Wearable tech market set to grow 137% by 2024 but smartwatches to see a 10% decline in revenue this year  
 due to shipment delays and tighter consumer wallets, says GlobalData", 2020.08.13

35 Alexandro Pando, "Wearable health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the health industry", 2019.05.02 

36 Mark Terry, "Apple Watch atrial fibrillation study has high rate of false positives, Bio Space",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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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본부
Audit & Assurance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최고의 서비스 품질 제공과 

완성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회계감사본부는 폭넓고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가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또한 재무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Advisory, ESG 

(환경·사회적 이슈·지배구조)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기

업의 핵심 영역에 보다 폭넓고 깊은 관점의 우수한 결과

물 전달은 물론 산업별로 특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회계감사본부는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해 기업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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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특정 목적 감사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검토·감사

재무정보 인증

IPO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발행 업무

사베인스-옥슬리법 규제 준수 등

IFRS기준서 변경에 따른 회계정책 및 시스템구축

IFRS 17 기준 Audit Trail System 구축 

회계자문 및 의견서 제공

재무정보산출 및 검토업무

원가/비용배분 등 관리회계

유동화 자산 및 부채 실사(ABS)

기업진단요강에 따른 기업진단

내부감사대응 업무

재고실사 입회 지원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XBRL 

(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작성 지원

기준서 교육 등 회계관련 교육 지원 등

합의 된 절차에 따른 AUP업무

합병 및 분할 등 자문 및 PA서비스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설계/운영평가 자문 서비스

경영/조직 진단 및 전략수립

급여규정 및 급여관련 자문

보험사 신지급여력 (K-ICS) 기준 내부모형 체계 구축

금융사 위험자본관리 전략 및 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및 ESG 관련 재무보고 지원 서비스 등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디지털 성숙도 진단 등 Digital 

Transformation 서비스

CFO 조직의 역할을 변화 관리 

기업 특성에 맞춘 목표 모델 레벨 체계적 제시를 위한 Finance 

Transformation Strategy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설계

통합 경영정보 모니터링

핵심기술위험, 운영위험,재무위험 등 블록체인 구현에서 발생

하는 전략적 위험 완화 Block Chain assurance 서비스 제공

Cyber Security 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보안 진단, 유관 법률 검

토, 개선 과제 도출, 마스터 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

방송, 라디오 등 기존 방송운 물론 소셜 & Digital 미디어를 포함

한 채널 전반의 지출 측정 및 ROI 분석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라인 및 핵심업무

Audit Service

Assurance Service

Accounting & Reporting Advisory

Disruptive Events AdvisoryAccounting Operations Advisory

Business Assurance

회계감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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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자문본부
Risk Advisory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붕괴, 규제강화, 자연재

해, 사이버 사고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

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자문본부

는 고객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및 의사결정권자

가 다양한 영역의 리스크 요인을 식별·평가·관리·대응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자문에서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Key Servic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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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아웃소싱 및 Digital 기술을 

활용한 내부감사

K-SOX·US-SOX 지원 서비스

규제기관 등 제3자 대상 인증 (SOC-

Service Organization Control) 

보고서 발행

아웃소싱, 라이센싱 및 파트너쉽 등 

제3자 리스크 대응

운영리크스 체계 구축, 진단 및 개선

사항 도출, 업무 효율화 지원 서비스

정보보안 전략 수립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Third Party Cyber Risk 

Management

정보보안 인증 지원 및 상시 보안 자문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Financial Compliance & Risk 

Management

금융기관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최소자본·유동성·자금 리스크

전산감사 통합 위기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재무프로세스 개선 및 Digitalization 

전환

로봇 사무자동화 (Robotics Process 

Automation) 프로세스 도입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 사전검증 및 

사후보고 인증

ESG 및 통합보고서 작성 지원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통합 

전략 체계 구축

주요 서비스라인 및 핵심업무

Acconting & IC 
(Internal Control) 서비스

01 02 03

Cyber &
Strategic 서비스

Regulatory
서비스

Operational Risk Cyber FCRM 

IT Audit and Assurance Crisis & Resilience DFT (Digital Finance Transformation)

ESS (ESG & Sustainability Strategy)

리스크자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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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Tax Services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관세사 등과 기획재정부, 국

세청, 조세심판원,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

자문본부는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

병 자문, 이전가격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파

견 임직원 세무, 과세자문 등의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유

기적으로 협업하며,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자문본부는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ey Servic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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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등의 Compliance 서비스

합병, 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 자문

주식가치평가 서비스

기타 각종 세무자문

내국법인 해외투자 자문

외국법인 국내투자 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 자문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서비스(BMO)

전략적 국제조세 검토 서비스(ISTR)

이전가격 서비스

이전가격정책 검토 및 수립 자문

BEPS 이전가격 분석보고서 작성 자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및 자문

(APA)

상호합의 신청 및 자문(MAP)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원 및 세무진단

이전가격 관련 조세불복 서비스

Cross-Border M&A 자문

세무실사(Due Diligence)

차입인수 거래 자문: 기업매수(Buyouts) 

및 자본구조 재구성

투자 회수 거래 자문

공모 및 사모투자 거래 자문

국내 금융기관 세무자문

외국계 금융기관 세무자문

각종 펀드의 국내외 투자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및 FATCA 

관련 자문

재무·회계·세무·급여·인사·관리 등 

아웃소싱 서비스

외국인투자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청산업무

세무진단 서비스

세무조사 지원 서비스

조세불복 서비스(과세전적부심, 경정청구, 

심판(사)청구)

예규질의 서비스

 취득세 신고 및 보유세 자문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서비스

 지방세 조세불복 서비스

글로벌 급여, 복리후생, 보상체계 관리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

국내 근무 외국인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

관세심사 및 조사대응

AEO(인증, 종합심사, 수입세액 정산) 

대리 

관세 불복 서비스

FTA 원산지 관리 자문

이전가격 자문

주요 서비스라인 및 핵심업무

국제조세 
서비스

M&A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자문

Business Process Solutions(BPS)/
Japanese Service Group(JSG)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불복 서비스

지방세
서비스

Global Employer 
Services(GES)

관세자문
서비스

비즈니스
세무 서비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서비스

세무자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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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문본부
Financial  Advisory

M&A,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부정방지와 조사, 법규

준수자문 및 분쟁조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자문서비스로 기업의 윤리경영과 불법

행위 방지 역시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 전문팀인 유통소비재혁신그룹, 스포츠비

즈니스그룹, 동남아시아부동산팀, 골프사업팀, 생명과 

학·헬스케어산업팀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

공을 선도하고 있으며, Cross-border M&A, 해외 부

동산 및 에너지 사업 등 리스크가 높은 사업의 경우 딜로

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자문본부는 산업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Key Servic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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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략수립, 거래구조 수립, 재무·세무 

실사, 가치평가, 협상지원, PMI 및 Value-

up 전략 관련 자문서비스

각 단계별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전략, 워크

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기업회

생 및 회생기업에 특화된 재무자문 서비스

금융기관 부실채권 평가 및 거래 자문서

비스과 함께 채권관리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

피인수기업의 Value-up 기회 확인 및 

중장기적 가치 향상 방안 수립

운영 실사 통한 Value-up 기회 도출 및 

정량화 관련 자문

인수 후 PMI 로드맵 수립 및 기업가치제고 

전략 자문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 호텔 및 레저

시설 등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 전략 수립, 

자본 구조화 및 투자유치, 매각 및 인수를 

위한 자문 등의 종합 서비스

발전사업, 광물자원, 폐기물처리 및 수처

리 등의 환경사업,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을 포함한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자문서

비스

M&A거래, 전략적 의사결정 및 자본조달 

관련 서비스

추정재무제표 작성, 투자수익성 분석을  

위한 재무모델링 서비스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부정조사, 자산 

유용·횡령 조사 및 방지 자문 그리고 부패·

뇌물제공 조사 및 방지 자문 서비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과 경제제재 위반 조

사 및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

문서비스

국내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기업 조사 및 분쟁에서의 e디스커버리서비스 

해양 및 건설 중재에 특화된 중재지원 서비스

주요 서비스라인 및 핵심업무

M&A
자문서비스

구조조정
자문서비스

Valuation Creation 
서비스 

부동산, 에너지 및
인프라 자문서비스

Valuation
서비스 

Financial Crisis 
서비스

재무자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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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Consulting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자동차, 소비재, 금융, 첨

단기술·미디어·통신(TMT), 에너지, 자원 및 산업소재 

(ER&I), 공공부문(G&PS)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과 구축, 전통적인 접근법

부터 최신 디지털 접근법까지 End-to-End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 M&A, 인사·조직 

컨설팅은 물론 운영 고도화·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기

능 설계·혁신·구축과 데이터·IT기술 및 솔루션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고

객들이 급변하는 시장 변화 및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

하며 다양한 방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찰력

과 창의성, 그리고 실행력을 결합한 최상의 결과물을 선

사합니다. 

딜로이트가 가진 비즈니스와 기술적 관점으로 최상의 전략과 실행을 제공해, 

고객이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ey Servic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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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서비스

Strategy &

Business Design

Merger & 

Acquisition

Digital Business 

Operations

Supply Chain 

& Enterprise 

Performance 

Data & 

Analytics

Technology 

Strategy & 

Transformation / 

Cloud Engineering

Enterprise 

Technology 서비스

ERP

서비스

System 

Engineering 

Human Capital 

서비스

금융산업 특화 서비스 

(Financial Service 

Industry Service)

Digital Technology & Transformation 서비스

- 전사 기업 전략 및 사업 전략 (Strategic Business Service & Organic Growth Strategy)

- 사업 모델 개발 (Business Design & Configuration)

- M&A 전략 수립 (M&A Strategy)

- 인수 대상 검토 및 실사 서비스 (Deal Sourcing & Due Diligence)

- 인수 후 통합 및 기업 가치 향상 (Post-Merger Integration & Value Up)

-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 (Digital Process Innovation)

- 디지털 고객 경험 설계 (Digital Customer Experience Design & Realization)

- 디지털 마케팅 혁신 및 실행 (Digital Marketing Innovation & Execution)

- CRM 솔루션 (세일즈포스/어도비/SAP/오라클) 설계 및 구축 (Salesforce Design & Implementation)

- 공급망 전략 수립 및 계획 수립 (Supply Chain Strategy & Supply Chain Planning)

- 수요예측 고도화 및 S&OP 최적화 (Advanced Forecasting & Optimized S&OP)) 

- 소싱 및 조달 혁신 (Sourcing and Procurement Innovation)

- 품질 체인 관리 (Quality Chain Management)

- 물류 및 운송 혁신/최적화 (Logistics & Distribution Innovation/Optimization)

-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

- AI 및 빅데이터 전략 수립 (AI & Big Data Strategy)

-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출 (Data based Insight generation & POC)

- 데이터 분석 대행 서비스 (Managed Analytics-as-a-service)

-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설계 및 구축 (Data & Analytics Platform Development)

- 테크놀로지 전략 (Technology Strategy)

- 테크놀로지 운영 관리 (Technology Business Management)

- 데이터 플랫폼 구축 (Data Platform Implementation)

- 솔루션 아키텍쳐 설계 및 구현 (Enterprise & Solution Architecture)

- 클라우드 전략 및 마이그레이션 (Cloud Strategy & Migration

- ERP 도입 전략 (ERP Consulting) 

- SAP S/4HANA 구축 및 고도화 (SAP S/4 HANA Implementation)

- SAP S/4HANA 컨버전 및 업그레이드 (SAP S/4 HANA Conversion & Upgrade)

- SAP 시스템 유지 보수 서비스 (SAP 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

- 탤런트 전략 수립 (HR Strategy)

- 클라우드 인사 시스템 구축 (HR Transformation)

- 인사 체계 재정립 (Workforce Transformation)

- 조직 재설계 (Organization Transformation)

- 인사 제도 설계 (HR Program Design)

- 기업문화 및 변화관리 (Culture & Change)

- 핵심 인재 관리 (Top Talent Management)

- 금융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Digital Transformation)

- 금융사 운영 전략 (Visioning & Strategy)

- 금융사 프로세스 혁신 (Target Operating Model Design)

- 규제 및 감독 대응 체계 구축 (Regulatory consulting, IFRS, Basel, K-ICS, NCR)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FRTB), 리스크성과평가)

- 온라인 몰 구축 (On-line Mall System Implementation)

- 디지털 유통/옴니 채널 구축 (Digital Commerce/Omni-channel Implementation)

- IT Carve-out Due Diligence with M&A and IMO Service

- 차세대 시스템 통합 (Custom-built Legacy System Integration)

- IT 프로젝트 관리 (PMO Consulting for System Integration)

- Non-SAP 시스템 유지 보수 서비스 (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 for Non-SAP syste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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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성을 기반

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

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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