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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ESG 경영과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

는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CVC, 스타트업, 조력자를 담당하는 3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과 CVC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사

점을 전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전문가들이 그리는 2022년 주요 산업별 트렌드와 이슈를 실었습니

다. 올해 딜로이트 글로벌의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의 전망’(TMT Prediction 2022)과 ‘첨단기

술 추세’(Tech Trends 2022)는 각각 별도로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이 외에 소비재, 유통, 석유/가

스, 화학, 건설, 헬스케어 등 6개 주요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영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글

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

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딜로이트의 최신 서베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최신 ‘컨수머 트래커’(2022년 2월)’는 글로

벌 서베이 외에도 ‘팬데믹이 바꾼 소비자 삶의 우선순위와 이것이 소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과 한

국 소비자의 비교 방식으로 다룹니다. 또 이번 호의 주제 중 하나인 기업 혁신을 위한 참조 모델과 경영 

이슈를 분석한 ‘딜로이트 이노베이션 서베이 2021’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경영 위험 요소

로 부상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진단하는 ‘사이버의 미래 2021 서베이’까지 모두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는 불안과 혼란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주요국

가들의 통화정책과 공급망 전략의 전환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또 다른 단계로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

니다. 실로 “Great Uncertainty”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

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

트 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오성훈 고객산업 본부장

팬데믹 극복과 Reopening에 따른 경제회복의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2022년은, 채 두 달이 지나기

도 전에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과 더불어 인도주의의 위기와 함께 다시 한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과도한 유동성과 코로나로 인한 공급난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에 더하여, 원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성장둔화를 넘어 경기침체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직전 미·중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경쟁’은 이제 훨씬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분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지구

적 효율성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꽃피웠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팬

데믹이 시작된 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스물한 번째 Deloitte Insights의 표제는 이러한 국제 경제와 정세의 흐름에 맞게 ‘불확실성의 시대

를 항해하다 – 팬데믹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 전망’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팬데믹의 충격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황도 점검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가 원자재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칠 세계 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

향도 부록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콘월 컨센서스

(Cornwall Consensus)’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딜로이트 글로벌 공급망&네트

워크운영(SCNO) 리더의 공급망 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특히 딜로이트 미국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아

이라 칼리시(Ira Kalish) 수석과 딜로이트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쉬 시타오(Sitao Xu) 수석의 지상 인

터뷰를 싣습니다. 최근 사태와 함께 세계 경제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전망을 사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주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행보를 유사하게 따라가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

아남고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CVC의 개념, 현황, 사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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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100년 만에 다시 전염병 대유행과 전쟁의 동시 충

격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1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한 

달 만에 평화협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합적인 요인들

로 인해 분쟁 사태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2  

이번 전쟁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비중이 큰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에서 벌어진 데다,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서방 

동맹국들의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장기적이고 큰 세계 경제로

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3

전염병과 전쟁의 
세계 경제 여파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과 세계화의 후퇴

Deloitte Insights 편집국

01

1 조선일보, “전염병 그리고 전쟁, 100년만에 동시타격…가난한 시간이 온다”, March 
 24, 2022
2 Financial Times, “Russia says it will ‘dramatically reduce’ military activity 
 around Kyiv,” March 30, 2022 (Accessed: March 30, 2022); CNN, “US intel 
 assess 'major' strategy shift by Russia as it moves some forces away from 
 Kyiv,”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March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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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

이미 COVID-19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경제에 이번 전쟁은 단기적으로 치

명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이미 

개시된 세계적 질서의 심오한 변화를 팬데믹과 전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4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던 1918년에 대유행

한 ‘스페인 독감’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계 경제에 엄

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의 국제 질서를 이루게 한 변화가 가속화되었다.5 이러

한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염병과 전쟁의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

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및 외교통상 정책은 물론 기업과 

경제 주체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6

본 고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외 경

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

정학적 변화와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 충격, 공급망 

재편 전망 및 미중 관계의 전개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

다. 팬데믹 이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앞날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

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결론은 피해

야 할 것이다.

전쟁의 경제적 영향: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글로벌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 주요국 재정 및 통화정

책 지원 등에 따라 2022년은 물론 2023년까지 세계 

경제의 회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넘어, 불확실한 기간 

동안 예측하기 힘들 규모의 충격을 줄 것이며 일반적

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의 파급효과

가 예상된다.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양국을 합쳐도 세계 GDP의 2%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대다수 국가들과 양자 교역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금융 연계도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와 광물자원, 비료 및 천연가스는 

20%나 차지하는 주요 상품 생산국이다. 석유의 경우도 11% 비중을 차지한다. 전쟁의 

화마 속에 석유와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폭등했고 밀과 식량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치

로 치솟았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곡물,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

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브렌트유
(미 달러/배럴)

옥수수, 소맥
(미 달러/부셸)                     

유럽 및 미국 천연가스*

(미 달러/MMBtu)

금속가격지수**

(2016=100 기준)

4 김양희, “포스트 COVID-19 국제경제 질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April 17, 2020
5 한홍열 외,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October 29, 2020  
6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7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2: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4, 2022 (Accessed: March 30, 2022)

출처: 블룸버그, 미국 농무부(USDA),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IMF 계산

*네덜란드 TTF와 헨리허브를 대리 지표로 사용

**기초금속가격지수에는 알루미늄, 코발트, 전기동, 철광석, 납, 몰리브덴, 니켈, 우라늄, 아연 등이 포함됨

그림 1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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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세 가지 채널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

킨다. 첫째, 식품 및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

은 인플레이션 심화를 통해 소득 가치를 잠식하고 수요를 

억제한다. 둘째, 주변국 경제가 경제적 제재로 인한 교역

과 공급망, 송금 중단과 급증하는 난민의 유입에 따른 어

려움에 처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신뢰 감소와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촉발하고,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촉

발될 수 있다.8

또한 이러한 글로벌 채널의 파급효과 외에도 직접 교역, 

관광, 금융 익스포저 등이 큰 나라가 더 큰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재정 및 무

역수지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는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해당 원자재 수출국들은 급등한 국제 가격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식량의 경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아

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 사태에 직면할 가능

성이 높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코카서

나아가 IMF는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압력 확대로 인플레이션 전망을 선진국 5.7%,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8.7%로 각각 1월 예상치에 비

해 1.8% 및 2.8%포인트 높여 잡았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올해 성장률 2.5%에 물가 상승

률 4.0%로 각각 큰 폭으로 수정했다. 1월 전망에 비해서 

성장률은 0.5%포인트 낮추고, 물가는 0.9%포인트 높

스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불안 위험이 있다.

앞서 COVID-19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을 감안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5%로 낮춘 국제

통화기금(IMF)은 이를 3.6%까지 크게 낮췄다. 우크라이

나 전쟁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경고다. 

IMF는 2022년 4월 19일 제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전쟁이 크나큰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

해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인플레이

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9

IMF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1년 

6.1%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6%로 둔화될 전

망이다. 이는 올해 1월 WEO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각

각 0.8%포인트 및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2023년 이

후 중기 전망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 것이다.10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은 정부나 중앙은행(각

각 3.1%, 3.0%)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Ratings)(각각 

2.7%)보다 낮은 것이다. 최근 제시한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P)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IMF는 2023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제시한 2.9%를 그대로 유지했다.

8 IMF, “How War in Ukraine Is Reverberating Across World’s Regions,” IMF Blog, March 15, 2022 (Accessed: March 28, 
 2022)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2022 APR,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April 19, 2022 (https://www.imf. 
 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4/19/world-economic-outlook-april-2022 (Accesed: April 20, 2022) )
10 연합뉴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로 내리고 물가는 4.0%로 올려”, 2022년 4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 
 02204191361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_related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 IMF, "Global Economic Uncertainty, Surging Amid War, May Slow Growth", April 15, 2022(Accessed: April 17, 2022)

그림 2

그림 3

전쟁은 세계 경제 회복을 짓누른다

2022~2023년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2022년 4월), 지역별 비교(연간 경제 성장률 %)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실업률(연간 % 상승률, 물가는 연 평균, 경상수지는 GDP 대비 % 비율)

출처: IMF WEO(2022 Arpil)

출처: IMF WEO(2022 Arpil)

참고: 일부 국가 수치는 회계연도 기준. 신흥아시아는 아세안 5개국과 중국, 인도로 구성

2021

세계 6.1 3.6 3.6

2022 2023

미국 5.7 3.7 2.3

유럽연합 5.3 2.8 2.3

중동&중앙아시아 5.7 4.6 3.7

신흥, 개발 도상국 7.3 5.4 5.6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6.8 2.5 2.5

사하라 사막 이남 4.5 3.8 4.0

아시아

실질 GDP
예측 예측 예측 예측

2021
6.5 4.9 5.1 2.0 3.2 2.7 2.2 1.5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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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4 2.3 -0.3 1.0 0.8 2.9 2.4 2.7 2.8 2.6 2.4
4.0 2.5 2.9 2.5 4.0 2.4 4.9 2.2 3.2 3.7 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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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3 5.9 2.0 3.5 3.2 -0.1 2.0 0.9 ... ... ...
3.7 5.4 6.0 1.6 3.3 3.3 0.3 4.5 0.5 6.5 6.0 5.6
1.6 3.3 4.3 1.2 3.5 2.8 -2.1 -0.1 2.0 1.5 1.0 1.0
2.6 6.0 7.2 1.9 3.8 3.2 -0.5 -0.1 0.8 2.7 2.4 2.3
5.6 6.5 6.3 3.9 4.3 3.7 -1.8 -2.7 -2.2 7.8 5.8 5.4
3.1 5.6 5.5 2.5 3.0 2.4 3.5 3.9 3.9 4.7 4.5 4.3

3.0 4.9 5.5 5.0 8.7 7.2 -2.5 -2.5 -2.0 ... ... ...

7.4 5.4 5.6 2.1 3.2 2.8 1.1 0.7 0.5 ... ... ...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소비자 물가 경상수지 실업

선진 아시아

신흥 및 개발아시아

아세안(동남아 국가 연합)

기타 신흥 및 개발 아시아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영토

호주

싱가포르

홍콩 SAR
뉴질랜드

마카오 SAR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신흥 아시아

메모랜덤

인도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14 15

Deloitte Insights

팬데믹,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

그림 4

그림 5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향후 1년간 지역별 GDP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국내수요+금융시장충격 원자재가격 전체

향후 1년간 지역별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자재 수출
2020년 세계 수출 내 비중(%)

OECD 전망 기준선과 차이(%)

출처: OECD, NiGEM 글로벌 거시경제모형 이용

주: *칼륨 비료.   
출처: 컴트레이드(Comtrade) 데이터; OECD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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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 선진국 순서로 나타날 것으

로 보인다. 서유럽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충격

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작년 10월에 독일의 올

해 성장률은 4.9%에 달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지금은 불

과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이 현재 고

심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 금수 조치에 실제로 나

설 경우, 유럽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미국 성장률은 3.7%, 중국은 4.4%로 각각 작년 10월 전

망치보다 1.5%포인트, 1.2%포인트 낮춰 제시했는데, 중

국의 경우 전쟁의 영향 보다는 전염병 확산과 강력한 당국

의 봉쇄령에 따른 충격을 더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2차적인 영

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타격 ▲우크

라이나와 러시아의 세계 교역에 미치는 충격 ▲채무불이행 

위험 등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상승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다만 1970년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이은 스태그플

레이션과 같은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1970

년대에 세계 GDP 당 석유 사용량이 오늘날에 비해 3.5배 

더 많은 데다, 석유 가격 급등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이다. 다만 금융 스트레스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

레이션에 대응하여 긴축통화정책에 나서는 것도 압력을 더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IMF의 세계 물가 전망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

등에 의한 실질적인 압력 강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또한 주

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플레이션이 좀더 오래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과 EU의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이 각각 7.7%,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제시한 수치보다 각각 4.2%포인

트, 3.6%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올해 물가 압력 상승 전망에는 주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앞으로 2년 동안 공급망 

혼란이 가라앉으면 물가 압력이 일정한 부분 낮아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양상이 장기화하면 

임금-물가 스파이럴(wage-price spiral)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

응이 성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IMF는 이러한 세계 경제 전망이 하방 위험(downside 

risk)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악화 ▲주요국 사

회적 긴장 고조 ▲팬데믹의 부활 ▲중국 경기 둔화 악화 ▲

인플레이션 장기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 문제의 

확대 ▲지정학적 긴장 강화 ▲기후 위기 악화 등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계 경제에 긍

정적인 전망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전쟁

의 빠른 종결로 인한 상품 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무역 재

개를 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4.5%)보다 약 1%

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OECD 회원국 전체의 성

장률도 기존 제시한 3.9% 보다 약 0.8%포인트 하락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11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의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전쟁 발발 직후 2주 동안 발생한 원자

재 상품 및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 1년 동안 지속되고 러

시아 경제가 10%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15% 포인트에 

달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

출됐다. OECD는 일단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

표로 GDP의 0.5%포인트 규모의 재정지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위기의 경제

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OECD의 거시모형 분석에 의하면 이번 전쟁의 충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역시 유럽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

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국가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과 미주 지역 회원국은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작고 일부는 산유국이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와 높은 물가가 가계 소득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으로 인해 여전히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올해 정책금리를 평균 1%포인트 인

상하고, 주요 신흥시장은 약 1.5%포인트 높이는 식으로 인

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11 OECD,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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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내에서 앞

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12개국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

는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12 이미 전쟁 발생 

이전에 COVID-19 팬데믹으로 개도국의 총부채가 재

정 수입의 250%에 달하는 등 5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었다. 세계은행은 이것이 체계적인 글

로벌 부채 위기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부채 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교역 및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

라 인데다, 인플레이션 부담과 공급망 차질, 글로벌 수

요 감소 영향에 취약하다. 

올해 1월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나라 2022년 경

제 성장률 예상치를 3.0%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하

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도 잇따르고 있다. 국

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한 달 전 제

시한 3.0%보다 낮은 2.7%를 제시했고14, 앞서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역시 올해 성장

률 전망치를 2.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

치의 경우는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

향 수정했다.15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수준으로 오

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삼은 3%

이미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 Ratings)는 세

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2%에서 3.5%로 큰 폭 

하향하고, 2023년 전망치도 2.8%로 0.2%포인트 낮

췄다. 특히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기

존보다 1.5%포인트나 낮춘 반면, 미국의 경우 0.2%

포인트 낮춘 3.5%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13

피치는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

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이러한 제재가 조만간 중단될 

것 같지 않다면서, 특히 러시아 석유 공급이 중단될 경

우 유럽은 완전한 에너지 부족 사태와 제한 배급이 실

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유로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는

데, 이는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OPEC이 세계 1차 에

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맞먹는다.

에 못 미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을 시사

했다. 이미 2%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민간경제연구소

들도 성장률을 낮출 태세다.16

공급망 혼란과 세계화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

들은 세계화의 퇴보에 대해 얘기해왔지만, 최근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는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만에 보낸 2022

년 주주 서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30년간 경험한 세계화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단언하

기도 했다.1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공급망의 혼란이 

이미 상당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금융 거래와 국제 교

역 상의 제약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

한 국제 질서의 취약성에 놀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팬

데믹 때 받은 충격처럼, 이번 사태는 세계 경제가 소비

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 이룩한 세계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18 

세계 각국에 공급망을 구축한 유럽 최대 자동차 제

조업체(OEM)인 독일 폭스바겐은 중국 비중을 낮추고 

유럽과 미국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지역별 자동차 생

산 비율을 조절하는 등 공급망 전략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 COVID-19 팬데

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경색 

그림 6

상품 원자재 가격
2022년 1월 평균가격 대비 변화율(%)

주: * 탄산칼륨(potash), 비료 제조에 이용되는 공통재료. 비료 가격은 1월 평균에서 2월 평균 사이의 변화율(%)이며, 다른 모든 품목들은 2022년 1
월 평균가격과 2월24일부터 3월14일 사이 평균가격의 비교치임
출처: 레피니티브(Refinitiv);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농업전망 데이터베이스 및 OECD 계산.

14 한국경제, “무디스, 올 韓성장률 전망 3.0→2.7%로 하향”, March 17, 2022
15 뉴시스, “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2.7% 하향(종합)”, March 22, 2022(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6 매일일보, “국내외 기관 韓성장률 줄줄이 하향”, March 23, 2022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7 Larry Fink, “Larry Fink’s 2022 Chairman’s Letter: To our shareholders," March 24, 2022 (Accessed: March 27, 2022)
18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19 한국경제, “폭스바겐, 공급망 재편…中의존 줄이고 美로 간다”, March 29, 2022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12 World Bank, “Are we ready for the coming spate of debt crises?," March 28, 2022 (Accessed: March 30, 2022)
13 Fitch Ratings, “World Growth Forecasts Cut as Inflation Intensifies due to War," March 21, 2022 (Accessed: March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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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를 호되게 겪은 결과, 가격 경쟁력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하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Herbert Diess)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COVID-19 팬데믹보다 지

역 경제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

다.20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은 엄청난 가격 인상,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는 유럽과 독일 경제에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압

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유럽 소비자물가 상

승률은 5.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7%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커서 미국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금수 조치에 동참하

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 수입의 45%를 차지한

다. 특히 독일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와 관련해 디스 

CEO는 “독일과 같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의

팬데믹 사태 이후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

했고, 이에 따라 일부 효율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공

급망에 대한 집중을 줄이고 다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

다. ‘효율성’에서 ‘회복탄력성’으로의 전환이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달리 지역 혹은 국내 공급망, 혹은 핵

심 부품 및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함

으로써 공급망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23 지난 2020년 4분기 딜로이트 북미

지역 CFO 시그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

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한

다는 데 동의했고, 37%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야 한다고 대답했다.24

이제까지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인데,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태도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충

돌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비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맹국들과 교역량

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들은 중국의 러

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지정학적으로 서방 경

제국들과 대립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도 서방의 새

로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

으며, 이미 앞서 중국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

한 대안적인 다변화, 즉 중국 중심에서의 탈세계화 움

존하는 나라의 경우 러시아와의 거래 단절은 곧 에너

지 구매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큰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 전망과 시민들의 비난 속에 독일을 비롯한 EU

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21

세계화의 역행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조짐

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

면서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의 실효 관세율 인상

을 이끌어 냈고, 2009~2011년 유로존의 위기 이후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결정으로 갈

등과 불신이 쌓인 상태였다. 여기에 COVID-19 팬데

믹으로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공급사

슬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미국

의 주도 국가로서의 능력 상실과 일방주의적 태도 등

과 같은 파열음이 등장했다.22

직임을 진행 중이었다.

효율성을 중시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화에서 멀어

지는 것은 당연히 생산 비용의 상승과 이러한 부담의 

소비자로의 전가, 실질 구매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

다. 이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구조적인 인

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난은 세계 식량시장의 위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위기의 심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탈세계화는 글

로벌 기업들 간의 공생 관계를 무너뜨리고 기술 분야

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느려

질 수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관세와 

투자 제한, 세계화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발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공급망은 계속 유

지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

업들은 계속 최저 비용과 최고 속도의 효율성을 추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다각화 혹은 탈세계

화는 전례 없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일 

수도 있으며, 팬데믹을 극복하고 전쟁이 끝난다면 다

시 보다 강화된 개선된 방식의 세계화가 전개될 가능

성은 열려 있다.25

20 Financial Times, “VW chief warns economic damage from war risks being worse than pandemic," February 10, 2022
21 Politico, “EU aims to slash Russian gas dependence by two-thirds this year," March 8, 2022 (Accessed: March 29, 
 2022)
22 강선주, “COVID-19 팬데믹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March 25, 2020

23 Deloitte CFO Insights, “Supply chain risks: How to identify and mitigate your weakest links," March 5, 2021(Accessed: 
 March 29, 2022)
24 Deloitte “CFO Signals™: Q4 2020," December 4, 2022 (Accessed: March 29, 2022)
25 Ira Kalish, “How sanctions impact Russia and global economy," Deloitte Insights, March 25, 2022;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그림 7

포스트-팬데믹 공급망: 뉴노멀 시대의 주요 변화들

진화하는 고객 가치,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충족하기

신뢰할 수 있게 잘 연결된 공급 네트워크 구축하기

비용, 서비스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최적화한 공급망 설계하기

공급망 관리 및 실행 내에서 일의 미래를 구현하기

출처: 딜로이트 분석, “Looking beyond the horizon: Preparing today’s supply chains to thrive in uncertainty”, December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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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전쟁: 경제사적 분기점 도래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대륙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멈춘 1945년 이후 최악의 전

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쟁의 역

사가 아니라 경제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계기로, 서방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26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분리되는 ‘새로운 경제적 갈등의 시대’가 열렸

다는 평가가 나온다.27  

러시아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전

쟁과 관련한 경제 제재로 인한 금융 및 비즈니스 연계

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넘

어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

환보유액에 대한 접근이 동결되고 루블화 가치가 급

락한 상황에서 러시아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졌

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이 긴축적으

로 변하고 있고, 위험회피가 강해졌다. 러시아와 거래

하는 나라와 기업들은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감내해야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평화 배당금’과 ‘세계화 기금’

의 혜택이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29 더이상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 거부를 걱정할 필요

가 없었다. 경제 주체들은 수요와 공급 여건이나 물가

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1970년대 아랍 전쟁 시기

에도 때때로 긴장과 마찰 혹은 일시적인 봉쇄로 인해 

안정이 깨지는 경험도 반복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21

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와중

에 2019년부터 발생한 COVID-19 팬데믹 사태는 글

로벌 공급망 혼란을 유발하면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 안정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30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경제 제재의 악순환

이 장기화된다면, 1930년대 보호무역에 따른 세계 경

제의 파괴적인 충격과 같은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과

거 ‘무역 금지’(trade embargo)는 특정 국가나 여러 

국가와의 상거래, 무역의 일부 혹은 전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외교적 제재 수단이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제 주체도 함께 받아야 했

다.31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처

벌하기 위해 경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미

래에 이러한 경제적 무기가 러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 

주체들에게 가져올 무차별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32  

게다가 이미 앞서 서구 주요국가들의 탈세계화 흐

름,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혹은 자원과 공급

망 동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따른 세계 경제의 ‘파

편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세계 경제

가 번영하게 된 세계화가 역전된다면, 국가와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든 분열된 세계 경제는 저효율화

와 저성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부록2. ‘콘월 컨센서스’와 미중 공급망 재

편 시나리오” 참조)

하고, 통화가치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상업 

항공 및 화물선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비즈니스 비용이 올라가고 아예 사업을 중단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주요국 국방비 지출 증

가, 에너지 시장 구조의 전환, 결제시스템의 파편화, 

외환보유액 구성의 변화 등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경제가 블록화되면 그 동안 전문

화와 규모의 경제, 정보와 특허, 노하우의 확산으로 얻

었던 이익의 일부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단일한 글로

벌 시스템이 주는 효율성이 줄어들고, 전체 시스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달러화의 지배력도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28

전후 반세기 넘게 주요 경제국들은 상대적으로 개방

된 세계 경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기구들에 크게 의

존해왔다. 특히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냉

전이 종식되자 사회주의 동구권이 세계 교역 및 금융 

26 경제 제재란 어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입 금지, 자 
 산의 동결ㆍ몰수, 항공기 탑승금지, 경제원조금지 등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sanctions économiques]’ 항목, (검색일: 2022년 3월 4일)
27 “A new age of economic conflict," The Economist, March 5, 2022 (Accessed: March 4, 2022)
28 OECD,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8, 2022)

29 Ibid.
30 Nouriel Roubini, "Russia's War and the Global Economy," Project Syndicate, February 25, 2022 (Accessed: March 4, 2022)
31 Jon Danielsson, Charles Goodhart, Robert Macrae, “Sanctions, war, and systemic risk in 1914 and 2022," Voxeu.org, 
 March 10, 2022 (Accessed: March 27, 2022)
32 Raghuram G. Rajan, “Economic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ject Syndicat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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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황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연초부터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으로 인한 기대로 인해 이미 오름세였던 원유 및 가

스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고유가가 장기 지속할 경우 석유 수입국에게는 경제적 조세와 같은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인

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을 높인다.

원유 가격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수요와 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

국의 생산 동향,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 등 지정학적 요

인,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화 가치와 투기적 수요

를 가늠하는 투기자금 동향, 소비지역의 계절적 수요 

및 재고 변동, 경제 동향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불안 

요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공급 차질이나 소

비국의 수요 폭증 우려감이 가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유

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선물시장에서 

미래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회피(hedging) 혹은 투

기(speculation) 등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원유가 선

물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현물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33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현황 

자료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 정리해

보자. 러시아는 세계 제3위의 원유 생산국이다. 러시

아는 2021년 기준으로 하루에 원유와 콘덴세이트 약 

1,050만 배럴를 생산하여 세계 공급량의 14%를 차지

하며,34 석유와 정유제품은 하루에 약 720만 배럴가량 

수출하고 있다.35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는 매장량으

로 세계 1위, 생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2021년에 7,620억입방

미터(762bc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파이프라인

을 통해 2,100억입방미터를 수출했다.3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서방의 제재 

차원에서 2022년 3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중

단한다고 밝혔다. 영국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타 지역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 일

대의 원유 가격을 대표하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전쟁 

발생 직전 배럴당 99.08달러(2월 24일)에서 3월 8

일까지 29% 넘게 상승한 배럴당 128달러에 이르렀

고, WTI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배럴당 92.81달러에

서 123.7달러로 33% 이상 상승하였다.37

33 국제 원유는 선물시장과 실물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 중에서 실물시장은 다시 현물시장과 기간계약시장으로 구분된다. 세계 3대 원유 
 인 서부텍사스유(WTI)와 북해 브렌트유(Brent)는 각각 세계 양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뉴욕의 NYMEX와 런던의 ICE에서 거래되며, 중동 
 산 두바이유(Dubai)는 중동과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석유 이야기”
34 EIA, "what countries are the top producers and consumers of oil?" (Accessed: March 30, 2022) 
35 The Washington Post, Steven et al, "Here’s where Russian oil flows," March 8, 2022
36 IEA, “Energy Fact Sheet: Why does Russian oil and gas matter?," March 21, 2022
37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제원유가격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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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세계 주요 원유생산국과 소비국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앞으로도 국제 유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여파 ▲추가 증산에 소극적인 산유국 행보 ▲효과가 제한적인 주

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지지부진한 이란 핵합의 진전 ▲각국의 COVID-19 출구전략수립 및 이에 따른 원유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38

그림 1

그림 2

브렌트(Brent)유 가격추세 (단위: $/배럴)

2020년 러시아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지역 비율

(21년 09월 01일 ~ 22년 03월 15일)

출처: 한국석유공사

출처: Graph by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based on Russian export statistics and partner country import statistics 
from Global Trade Tracker and on delivery statistics from Gazprom

러시아산 석유의 비중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재 카드를 선택하였지만, 러시아 원유 수출지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1%에 불과하다 (그림2). 러시아의 원유의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개별 국가 중에 수출 비

중이 큰 국가는 중국 31%, 네덜란드 11%, 독일 11%, 폴란드 7%, 벨라루스 6%, 한국 6%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의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향후 미국의 제재의 동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계원유시장

에서의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의 여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8 한국일보, "110달러도 뚫어버린 국제유가…"정점 모른다" 관측 5가지 이유", March 4, 2022

세계 10대 원유생산국과 세계비율(%) (2020)

백만배럴/일

미국 미국18.61 20.5420% 20%

사우디아라비아 중국10.81 14.0112% 14%

러시아 인도10.50 4.9211% 5%

캐나다 일본5.23 3.746% 4%

중국 러시아4.86 3.705% 4%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4.16 3.184% 3%

UAE 브라질3.78 3.144% 4%

브라질 한국3.77 2.604% 3%

이란 캐나다3.01 2.513% 3%

쿠웨이트 독일2.75 2.353% 2%

10개국 합계 10개국 합계67.48 60.6972% 60%

93.86 100.23세계 세계

백만배럴/일비율(%) 비율(%)

세계 10대 원유소비국과 세계비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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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하루 720만 배럴)

을 빠르게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급 측면에

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로부터 최대 250만 배럴이 

추가적으로 증산될 수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최대 130

만 배럴, 미국으로부터 76만 배럴, 베네수엘라로부터 

60만 배럴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산되지만,39  이를 다 

합쳐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에 미치지 못하

며, 다양한 국제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증

산까지 이뤄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증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물량이 수입국가에 실제로 적시에 운송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40   

수요 측면에서 OECD 원유 수입국가의 총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상대적으로 유럽 OECD 국가에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표2, 

그림3). 

향후 비 OECD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및 아시아 지

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유 수요량이 더 늘어나면 해

당지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 비중도 함

께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러시아가 국제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

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러시아산 원유 및 석

유제품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를 단기간에 대체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주요 OECD 국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과 러시아산 비율 

(2021년 11월 기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출처: IEA 자료, 딜로이트인사이트

그림 3

유럽 OECD국가의 총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대비 러시아산 비율
(2021년 11월 기준)

39 The Washington Post,  'Here’s where Russian oil flows,' March 8, 2022
40 CNBC, "'There’s just no way': Analysts say alternative supplies wouldn’t be able to fully replace Russian 
 oil," March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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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2(Nord 

Stream 2)’ 가스관 프로젝트는 전쟁 발발 이후 승인

이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

일로 수송하는 총 연장 1,200km 길이의 가스관이며, 

건설 비용에만 약 11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

졌다. 노르트스트림2가 가동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 바 있다.4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럽

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럽의 가

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는 2월 24일 당일 

51%나 폭등하여 134.32유로/MWh으로 치솟았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럽 가스 수급에 대한 불안

감에 가격은 더욱 급등하여 227.20유로/MWh(3월 7

일 기준)까지 오르기도 하였다.42 

이러한 유럽의 천연가스가격 급등은 아시아 시장 천

연가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2월에

만 아시아 천연가스(JKM) 가격은 전월 대비 102.4%

나 상승하였다. 다만 이는 유럽 TTF가 같은 기간 

48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상승

폭이다.43 

하나의 거대한 전 세계 시장처럼 반응하는 원유시장

과 달리 천연가스시장은 지역별로 다르게 작동하며 천

연가스 가격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지역별로 북미 지역 천연가스 시장은 순수하게 허

브 기반 가격 책정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시장은 여전히 유가를 기준으로 가격

을 책정하는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에는 계약방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유가 기준 가격 책

정 방법에서 허브 가격 책정 방법으로의 전환 수준이 

유럽 하위 지역 전반에 걸쳐 저마다 다른 형국이다.47 

공급 측면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가스 생산, 순 수입량, 가스재고 수준 등이 있

으며, 수요 측면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는 날씨 및 기상조건, 경제적 상황, 국제유가 등

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

천연가스의 운송비용과 함께 각각의 서로 다른 가격결

정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에 매장되

어 있는 혼합기체로서,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연료용 가스

를 말한다. 천연가스 운송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생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형태에 따라 가스관천연

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와 액화천연가스

(LNG, Liquified natural gas)로 구분된다.44 상대

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운송은 

PNG를 통하여 이뤄지며, 거리가 먼 지역까지의 천

연가스 운송은 LNG를 통해서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5,000km이상의 장거리를 운송할 경우에는 LNG수

송이 PNG 수송보다 경제성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PNG든 LNG이든 가격 책

정 방식으로는 3가지의 주요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가스-온-가스’(GOG)로 불리는 허브 가격 결정 방식으

로, 이는 전적으로 가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두 

번째로는 유가 에스컬레이션(“OPE”)으로도 불리는 유

가 지수 연계 방식은 석유나 다른 정제된 연료 가격을 

토대로 천연가스 계약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마

지막으로는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책정 방식도 있다.46 

고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

를 러시아에 의존한다(그림5). 이러한 러시아산 가스

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카타르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LNG를 처리

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이 이미 최대치에 이르렀고, 러

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 최근에 승인한 신

규 LNG터미널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3년 이후에

나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천

연가스 재기화 설비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위치하

고 있는데,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동부지역의 국가들

에 설치된 가스관 시스템과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서 서쪽 지역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동쪽지역의 유럽국

가들이 재기화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도 현실적으

로 어렵다.48

그림 4

지역별 천연가스가격 추세
(2020년 1월 ~ 2022년 2월)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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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경제, "바이든, '러시아 탱크, 우크라에 넘어가면 노드스트림2는 끝내버릴 것'", February 8, 2022
42 Trading Economics, EU Natural Gas (Accessed: March 30, 2022)
43 경향신문,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 100달러 돌파…'가스 가격이 더 심각'", March 2, 2022
44 한국가스공사, 지식허브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45 한국가스공사 공식 네이버블로그, “천연가스 국제 전망이 궁금해? 블록버스터급 천연가스 밸류체인 흐름 읽기!", October 26, 2021
46 CME Group, “Is Oil-Indexation Still Relevant for Pricing Natural Gas?," October 1, 2020

47 Ibid

48 WSJ, "Europe Fears It Could Be Too Late to Shake Off Russian Gas Addiction," March 5, 2022 

TTF-Eurpean gas price

Asian spot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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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 OECD 국가의 총 가스수입 중 러시아산 비율

출처: NPR, Newstateman 자료, 딜로이트인사이트

출처: Enerdata

세계 천연가스 10대 생산 및 소비국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미국을 이어서 세계 제2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하지만 자국 내의 소비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잉여분을 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표3). 

표3. 2020년 세계 주요 천연가스시장49 

49 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21 (Accessed: March 30, 2022)

세계 10대 천연가스 생산국(2020)

세계 10대 천연가스 수입국(2020)

생산국

미국 미국

러시아중국

러시아 러시아

호주일본

이란 중국

노르웨이독일

중국 이란

미국이탈리아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한국

카타르 일본

알제리터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멕시코

노르웨이 독일

인도네시아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말레이시아영국

알제리 UAE

카자흐스탄인도

수입국

소비국

수출국

bcm

960 871

241.8125.8

705 484

112.394.6

234 326

110.880.6

195 221

78.765.9

172 117

47.652.8

167 100

4047.3

154 97

28.442.9

116 93

24.337.1

97 78

21.635.1

84 77

12.433.7

bcm

bcm

bcm

세계 10대 천연가스 소비국(2020)

세계 10대 천연가스 수출국(2020)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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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지역으로서 OECD 유럽국가지역이 72%를 점유하며, 비 OECD 유럽 및 유라

시아 지역이 17%,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11%를 점유하고 있다(그림6). 특히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전체 러시

아산 천연가스 수출 중 독일이 16%, 이탈리아가 12%, 프랑스 8%, 벨라루스 8%, 중국 5%를 점유하고 있다(그림6).  

정리하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가 현재 천연가스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

되며, 현재 상태에서는 OECD 유럽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향후 비 OECD 유럽 및 유라

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비

중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OECD 유럽국가가 천연가스 운송 및 인프

라 문제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타 지역의 천연가스로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동향

2022년 3월 8일 미국이 즉각적이며 전면적으로 러시

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였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분

야에 대한 해외 각국의 동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2월 초에 이미 러시아산 원유 및 천

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증가시키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금지 조치를 따르기 보

다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

입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미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미국의 러

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에

너지 안보 및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조치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지역인 유럽

대륙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데,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며,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완

전히 독립하겠다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밝혔다.  

그림 6

2020년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지역 비율

표4. 러시아 에너지 관련 해외 주요국가 동향

5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22-4호

51 한국경제, "중국, 우방국 러시아 지원 명분…에너지·원자재 저가매수 나섰다", March 9, 2022
52 The New York Times, "India says it’s in talks with Russia about increasing oil imports," March 15, 2022 
53 The Ashahi Shimbun, "Japan will not ban imports of Russian oil, natural gas," March 10, 2022
54 WSJ, "Biden Bans Imports of Russian Oil, Natural Gas," March 8, 2022
55 Reuters, "Britain to phase out Russian oil imports by end of 2022,’ March 9, 2022
56 Reuters, "EU rolls out plan to cut Russia gas dependency this year," March 9, 2022
57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U plans proposal to phase out Russian fossil fuels by 2027: von der 
 Leyen," March 11, 2022

주요국가

중국50,51

2/3
중국 CNPC와 러시아 Rosneft Oil은 향후 10년간 러시아산 석유 1억 톤(연간 1,000만 톤)을 중국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 이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 석유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중국 CNPC와 러시아 Gazprom은 현재 가동 중인 중국 동부노선 가스관을 통해서 연간 10bcm의 
PNG를 중국에 추가로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 이로 인해서 양측의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기존의 
38bcm에서 48bcm으로 증가함.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도 석유장관에 의하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을 즉각 중단함.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함. 천연가스는 향후 중단을 고려

하고 있다고 밝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2년말까지 러시아산 가스의존도를 현재보다 3분의 2로 줄이고, 이후에도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로 함.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을 위하여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2/4

3/9

3/9

3/8

3/8

3/9

3/15인도52

일본53

미국54

영국55

유럽연합
(EU)56,57

날짜 내용

OECD
유럽
72%

비 OECD 유럽 및 
유라시아 

17%

이탈리아
12%

독일
16%

중국
5%

일본
4%

기타 아시아 국가
3%

벨라루스
8%

카자흐스탄
5%

기타 비OECD 유럽&
유라시아

5%

기타 OECD 유럽
10%

헝가리
3%

영국
4%

폴란드
4%

오스트리아
5%

네덜란드
5%

터키
6%

프랑스
8%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1%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러시아 수출, Global Trade Tracker의 파트너 국가 수입 및 가즈프롬(Gazprom) 출하 통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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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 연합 및 친 서방 국가

와 러시아 및 중국 연합의 신 냉전 구도가 형성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러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의 세계적 확산(제3차 

세계대전 발생 우려)59, 미-중 사이의 대만을 둘

러싼 전쟁 발발 가능성, 글로벌 패권/기술 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통상의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한국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위협으로 작용할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불확실

성의 증폭과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

리매김한 한국 주요 대기업들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타 한국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경영 계획

을 수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 공통

• 경영 계획 수립 측면 영향: 한국 산업 전반에 걸

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

발로 인해 한국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경영 계

획을 수정할 것으로 나타났다.58 한국의 매출 기

준 상위 대기업 33곳 중 7곳(21.2%)이 ‘일부 계

획 수정 중’ 그리고 5곳(15.2%)은 ‘재수립 여부

를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팬데믹이 끝나지

도 않은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환율, 공

급망 붕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영 불확실성

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

오를 가정했을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국가 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 인플레이션 및 공급/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각종 에

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이 폭등하고 있다. 특

히 러시아의 생산량이 높은 알루미늄, 니켈 등

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밀, 옥수수 등

의 가격 급등이 특히 심각하다. 미국 및 서방 국

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및 기타 원자재 수입 금

지 조치 및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자국 원산지 

제품 수출 금지, 제한 품목 확대 추세가 지속된

다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60 러시아의 219개 품목에 대

한 수출 금지 조치, 281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

한 조치 품목에는 반도체 소자, 전자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업 일부도 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

성도 있다.61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납

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 또한 

최종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피해

가 예상된다.

• 재무/금융 측면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해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된

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

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기업가치 훼손이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

을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62 이에 맞서 러시아 정

부가 한국과 주요 서방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 기업에 대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령을 공

포했으며 한국 주요 기업들은 거래 대금을 루블

화로 지급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루블화

의 가치는 연초 대비 약 80% 수준으로 하락하

여(3월 30일 기준, 그림1 참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손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

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수출 대금을 전

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58 동아일보, "유가-환율-공급망-오미크론 4중고, 대기업 3분의1 이상 경영계획 수정", March 14, 2022
59 The New York Times, "This Is How World War III Begins," March 15, 2022
60 Deloitte, "How sanctions impact Russia and the global economy," March 15, 2022 
61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수출 금지 제한 및 품목 리스트", March 17, 2022
62 Deloitte, "Trade restrictions and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ts allies in response to the invasion of Ukraine," March 10, 
 2022

그림 1

미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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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 영향

(1) 반도체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생산에 필

수적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제논), 아르곤 등 희소 

가스의 주요 공급 국가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

용되는 네온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량

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생산용 레이

저 광원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점유해왔다. 이

번 사태로 희소 가스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전쟁

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은 원

재료 조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그림

2 참조),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측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63

• 영업/수요 측면 영향: 수요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지

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에도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지

속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추가 수요 감소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동차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오랫

동안 이어져왔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더욱 악

화될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조달 문제로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은 3월7일 기준으로 사실

상 가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 해운, 철도 경로가 봉쇄되면서 물류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

크 공장은 연간 23만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

준, 22.6%로 2위(그림3 참조)를 기록하고 있다.64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러

시아 및 동유럽 지역의 자동차 구매 수요가 단기적

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입 의존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TrendForce

르노니산

현대기아

폭스바겐

도요타

기타

63 머니투데이, "러시아가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릴까?," March 5, 2022
64 조선비즈, "우크라 사태,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재가동 불투명," March 8, 2022
65 YTN, "우크라이나 부총리, 삼성에 러시아 판매 중단 요청," March 6, 2022

그림 3

2021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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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가전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Intel)

이 3월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고객에 대한 모

든 제품 선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국 전자/가전 기업 중 인텔의 칩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 측면에서의 차질도 예상된다. 세계 1,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 역시 러시아 항구에서 모

든 해운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탈 러시

아' 움직임에 동참한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는 모스

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에서 TV 공장을, LG전자는 모

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에서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

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재고가 남아 있

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운 물류 중단 사태가 장기

화될 경우 부품 조달을 받지 못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 대표 전자/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있어 러시아는 매출의 약 

2%를 차지하는 동유럽의 거점 시장이다. 높은 브랜

드 인지도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

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 

역시 지난해 기준 약 30%대로 1위다. 이 때문에 쉽

게 영업 중단을 하는 것이 난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

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중단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6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

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러시아를 ‘보이

콧’ 하는 추세에 동참하는 것과 기존에 쌓아온 러시

아 시장 내 입지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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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석유화학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및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에

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 러시아 원유의 세계 시장 유통이 중단될 경우 국

제 유가의 추가적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유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도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

품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며 한국에 수입되는 나

프타 비중은 러시아산이 23.4%로 1위다. 전쟁이 장

기화될 시 석유화학 기업의 원재료 확보에 큰 악영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의 경

우 생산 원가는 상승하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혜 업종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67 기업별로 공급망과 판매/유통 구조

가 상이하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

향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산업

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품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라 원재료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가격 인상

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

화될 수 있다. 

(6) 건설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철근과 기타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시공사와 철근 및 콘크리트 공급사

와의 가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철강재 제조의 원료인 철 스크랩과 반제품 

빌릿의 주요 공급원이 러시아임을 주장하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를 20% 인상해야 한

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설 업계는 소규모 조정

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68

• 영업/수요 측면 영향: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영업 측면을 살펴봤을 때 러시아 및 우크라이

나 영토에서 수주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과는 지리

적으로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프로젝트

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피해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건설 인력의 철수, 러시아

의 스위프트(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로 인해 사업

이 지연되고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고

려해야 한다.69 

(7) 조선/해운/물류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조선 산업은 주 원재료인 철강 가

격 급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철강 기

업들도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철강

재 납품 가격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선사와 철강사 간 

후판 가격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

운/물류 분야에서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대형 수송 

선박 및 차량 운영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6 한국경제, "원료탄 값 500달러 돌파, 철강제품 줄 인상 예고", March 6, 2022
67 매일경제, "유가 100달러 시대, 정유주 전성시대 오나", March 6, 2022

68 파이낸셜 이코노믹 TV, "러시아 사태 일파만파, 국내 건설업계 영향은?", March 7, 2022
69 이코노미스트,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내 건설사 러시아사업 지연 불가피", March 7, 2022 
70 Deloitte, "A view from London," March 14, 2022 
71 한국경제, "주요 발주처로 급부상한 러시아, 韓조선업, 경제 제재 영향은?", March 25, 2022 
72 매일경제, "유럽 방위비 지출확대 움직임에 방위산업 반색", March 8, 2022

(4) 철강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조강 생산량 기준 각각 5위, 12위 국가이며 수출량 

기준으로는 각각 2위, 9위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주력 원자재 수출상품으로, 고급 강판 제조에 사용

되는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역시 연초 대

비 30~40% 올랐다. 제련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 등

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페로실리콘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

제 제재가 확대될수록 철강 원자재 상승 추세는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코 등 한국 철강 기업들

도 원가 상승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66 

• 영업/수요 측면 영향: 철강 생산 기업은 주요 수요

자인 자동차, 조선, 건설 기업과의 공급 협상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

해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수

요 기업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동차 생산용 강판 가

격 인상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에 사

용되는 후판 가격도 2020년 하반기 톤당 60만원에

서 현재 1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것을 고

려했을 때 조선 기업들도 추가적인 철강 가격 인상

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의 주요 조선 3사의 최근 

주요 수주 실적 가운데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7척으로 파악되는데 대 러시아 금융 제재가 

지속될 경우 발주 취소 및 대금 결제 불이행 등 잠재

적 리스크가 높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EU가 러시아

에 대한 LNG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에 나

설 것이다.70 이에 따라 수송 선박을 통한 LNG 수

출입, 유통 비중이 높아져 선박 발주 수요가 견고하

게 유지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71 해운/물류 산업

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항구로의 입출항이 중

단되면서 세계 물동량의 80%가 직간접적으로 악영

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해운 기업도 

영업 활동 및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전망된다. 

(8) 방위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주요 첨단 무기의 원재료로 사용

되는 철강, 티타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티타늄 생

산국인데 러시아의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가 

지속된다면 일부 품목 무기 생산이 단기적으로 어

려워질 수도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72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

켜본 세계의 주요 군사 약소국들의 방위력 증강 수

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방산 기

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무기 수출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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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통신/엔터테인먼트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통

신, 전산 관련 주요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 또한 우

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와 러시

아 및 친러 국가 간 핵심 정보 획득을 위한 사이버 전

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74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IT/통신/엔

터테인먼트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나 타 

산업과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

으로 보인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타 산업에 비해서는 영향을 제

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 플랫폼 기업과 게임, OTT 등 

IT 콘텐츠 기업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와 러시

아 및 친러 국가 간 대규모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경

우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

려 저변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9) 유통/소비재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유통/소비재 산업에서 가장 큰 영

향을 받는 곳은 식품 업계이다. 우크라이나의 곡창 

지대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 밀이 생산되는

데 이는 한국의 주요 식품(제과, 제빵, 라면 등) 기업

에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73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식품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인

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 시장에 현지 진출한 오

리온, 롯데제과 같은 한국 식품기업들의 매출 감소

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 러

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 각종 대금 결제 문제가 발

생하여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비재 기업들에 대

한 세계적인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지속될 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타국 시장에서

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11) 금융 산업

• 증시 측면 영향: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

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그 정도가 크진 않을 것이다. 전쟁이 개시

된 2월 24일부터 3월 18일 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시가 총액 1~100

위)의 하락폭이 가장 심했는데 예상보다는 미미한 

수치라고 간주할 수 있는 0.74% 하락한 결과를 보

였다.75  즉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어 원자

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소비 

및 투자 둔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될 시 한국 증시는 지속적인 침체기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업 측면 영향: 한국 주요 은행들의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비중은 전

체 해외 익스포저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위

기가 예상되지는 않는다.76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

의 러시아 경제 제재,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주

요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

국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연쇄작용으로 

은행 및 관련 금융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73 아시아투데이, "급등하는 밀가격, 라면·제과·제빵 업계", March 10, 2022
7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년 8호", March 4, 2022
75 매일경제, "불확실한 거시 환경에 코스피 대형주만 하락", March 21, 2022
76 한국일보, "국내 금융권의 러시아·우크라 위험노출액은 0.4% 불과", Februar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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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

2019년 말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은 의학이 고

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스

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전개됐다. 이번 사

태는 오늘날 세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밀접한 상호연

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팬데믹 사태

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OVID-19 팬데믹은 3년 차인 2022년 들어서도 여

전히 새로운 변이 출현과 확산,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

션 유발, 이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긴축정

책 구사 등으로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보급과 함께 지배적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

화 및 치명률 하락으로 인해 감염 재확산에도 패닉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계 경제

의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77 

그런데 COVID-19 팬데믹은 그 발생과 확산, 그리고 

국가별 대응 과정에서 보건 위기를 넘어서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 관계가 팬데믹 발생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란 예

측이 나온다.78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세계는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주도 국가의 부재, 즉 글로벌 리더십의 붕괴를 

경험했다. 감염병 발생 원인 파악과 대응 과정에서 글

로벌 패권 경쟁에 나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불신

콘월 컨센서스

콘월 G7 회담은 앞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46대 미

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참가 행사였다.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령이 G7을 상대화한 이후, 이를 다시 복권하려 시도한 

첫 행보였던 셈이다.

당시 G7 정상들은 COVID-19 이후 자유롭고 개방

된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

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

이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COVID-19 이후 시대

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참여국간에 공유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에는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미래를 향한 개척 ▲기후와 환경 ▲성평등 ▲국

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행동 등 총 7가지 포함됐다.82  

이 심화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 위기가 세계 경제적 위

기로 전환되는 와중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은 후퇴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글로벌 거버넌스 능

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과거 유럽 중세 시대의 흑사병과 1918년 스페인 독

감과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인류 역사와 국제 질서를 뒤바

꾼 경험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

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탈세계화 전망에 힘이 실

리고 있다. 

양차 세계대전이 지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확립된 

이후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본격적인 신자유

주의 세계화의 시대가 펼쳐졌지만,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 2016년 브렉시트 결정, 2018

년 미중 무역전쟁 등을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 포스트 

코로나, 미중 간 패권 경쟁, 디지털 및 그린에너지 전환

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 해결 등 다수의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원칙의 확립 필

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개최한 

주요 7개국(G7)이 성명서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의제

들, 이른바 ‘콘월 컨센서스’(Cornwall Consensus)가 

주목받았다.

이른바 ‘콘월 컨센서스’로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

이 앞서 수십년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해온 ‘워싱

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세계화를 강화하며 국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빈부격차 

심화, 문화적 갈등 등 세계화에 수반된 정치, 경제, 사회

적 문제 해결에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서 21세기의 일련의 사건들로 워싱턴 컨센

서스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

심 가치 중의 하나인 ‘시장주의’가 흔들렸다. 2008년 미

국발 금융위기에 선진국은 그들이 이전부터 개발도상

국에 요구하였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원칙과 다르

게 행동하였다. 둘째, 워싱턴 컨센서스의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국에서의 경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범주 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패키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암슨(John Williamson)이 1989년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국가의 

지원조건으로 10개조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유래되었다.79 10개조를 살펴보면 재정균

형, 보건과 교육 등 공공재, 조세기초 확대와 형평성을 결합한 조세개혁, 금리자유화, 경쟁적인 환율, 무역

자유화,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자유화, 민영화, 경쟁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이 

있다.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탈냉전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탈냉전시대에 복잡하게 개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를 헤쳐 나가는 이데올로기적 

지도원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80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며 서

구 선진국가들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채택되어 1990년대에 동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각국의 개혁에 적용됐다.8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76 IMF, “Rising caseloads, a disrupted recovery, and higher inflation,"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5, 2022
77 강선주, “COVID-19 팬데믹의 국제정기경제적 의미”, 외교안보연구소 IFANS, March 25, 2020

79 Britannica, Washington Consensus (Accessed: March 30, 2022)
80 IMF, "Fads and Fashion in Economic Reforms: Washington Consensus or Washington Confusion?," October 26, 1999
81 오피니언 뉴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충돌”, September 11, 2015
8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July 1, 2021

'콘월 컨세서스'와 
미중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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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번영이 중국 경제와 정치에 점진적으로 민주적 가

치인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그들은 

2001년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하고 세계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하

였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제적 성장은 안정적인 공산

당 정권하에서 일어나며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이 상

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2020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

상 중 95%의 중국인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83 

세계 2위 경제로 부상한 중국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구 경제가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로 부상하였다.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의 중국의 명목 GDP는 1조 

3,390억 달러로 미국(10조 5,820억 달러)의 12%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 중국 명목 GDP는 14조 7,230

억 달러로 미국(20조 8,940억 달러)의 70%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그림1).84 중국은 이에 더하여 기술과 군사

력을 가진 강대국으로도 성장하였다. 

G7그룹이 ‘콘월 컨센서스’를 통해서 향후 세계 경제 

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G7이 창립

되던 1970년과 2020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먼

저, G7이 전 세계 총 GDP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970

년 67%에서 2019년 45%까지 감소하였다(그림2).85  

여전히 소수의 국가가 집중된 세계 경제 비율을 유지

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전보

다 낮아졌다.

관세 분쟁을 끝냈다.87 또한 지난해 21년 11월에는 미

국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일본, 한국, 인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

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주

요 동맹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

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

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대신 ‘인

또한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부상으

로 인해서 G7은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지정학

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시위 강경 진압은 G7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정

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다. 더불어 중국의 정부 주도의 경제 모형과 불공정한 

무역관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G7 국가 중 몇몇 유럽 국

가와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

을 염려하고 있어 G7 내에서의 대응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경제

국을 포함하는 주요 20개국(G20)이라는 G7에 대체적

인 협의체도 존재한다. G20은 세계 인구의 5분의 3을 

점유하며, 세계 GDP의 80%를 점유하고 있다.86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신흥경제강국들이 대거 포함된 G20이 

G7보다 현재의 세계 경제를 더 잘 대변하고 있다고 바

라보는 견해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러한 맥락 속에서 G7을 주도하는 미국과 2위 경

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첨예한 경쟁과 갈등이 이어

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임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작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기조를 이

어 나가고 있으며, COVID-19의 대유행으로 세계 물류

에 차질이 생겨버린 것에 대해서 기존의 공급망을 재편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난 2021년 10월 EU

와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온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다루게 될 주요 분야로 ▲무역 활

성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준 마련 ▲공급망 탄력

성 ▲탈(脫)탄소와 클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확립 등을 나열하였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

역협정(FTA)의 틀이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83 Harvard Business Review,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a," May 2021
84 세계은행, GDP (current US$) - China, United States,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8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ere Is the G7 Headed?," June 14, 2021
86 Ibid
87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산 철 
 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켄터키 버번, 담배, 옥 
 수수, 오렌지주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섰다.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1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비교 (단위: 현재 미화)

세계 GDP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율 (197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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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그림 3

RCEP과 CPTPP 가입국과 가입신청국

88 조선비즈, “美,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November 22, 2021
89 연합뉴스,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130개국 서명(종합)”, July 2, 2021
90 중앙일보, “136개국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법인세 1.5조 해외 낸다”, October 1, 2021
91 머니투데이, “EU 탄소국경세, 더 센 놈이 온다…철강·화학업계 어쩌나”, January 11, 2022
92 The Yomiuri Shimbun, “Japan, U.S. considering export controls for advanced technology," January 10, 2022
93 경향신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발효…주춤한 중국 경제 ‘날개’ 다나”, December 31, 2021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급망인 이른바 ‘신뢰가치

사슬(Trust Value Chain)’을 잇기 위한 무역 규범을 만

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88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서방 주요국은 글로벌 

조세 질서도 개편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막고, 새

로운 경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G7

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

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에 130여개국이 서

명하였다.89 이어서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가 합의되어 

2023년부터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였

다.90 또한 글로벌 무역에서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인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도입도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91   

나아가 현재 미국과 일본을 주도로 하여 중국을 겨냥

하는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 

방의 국가들이 1949년에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 

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수출 통제하였던 체제의 21세기 버전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

도체, 양자암호,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이 규제대상에 포

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CPTPP

에 공식적인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 FTA

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했다(그

림3). RCEP는 당초 아세안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

지만 미국 주도 협정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국 주도 협정으로 부각되었다.93 동 협정

에 가입하는 15개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인구 규모 면에서도 세계 인구

의 3분의 1가량을 포괄하는 대규모 협정이다.

그리고 COVID-19를 계기로 중국은 ‘홍색공급망’ 

(Red Supply Chain)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색

공급망은 중국이 단순 조립 공장을 벗어나 반도체 같은 

중간재와 자본재 등 핵심 품목까지 자국 내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94 이를 위해서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

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계획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95 

또한 중국은 디지털 및 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의 핵

심광물인 희토류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국

유기업을 합병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회사를 설

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

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

에 필수인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수요는 2040년

까지 현재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

굴의 70%을 점유하고 있으며, 제련과정에는 90%를 점

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 내 자국의 지배

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96

더 나아가서,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일대일로 

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며 아프리

카의 핵심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코

발트를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국가인 콩고의 코발

트 광산을 이미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콩

고의 코발트 생산 광산 19곳 중 15곳이 중국 기업 소

유이거나 중국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97 

마지막으로 그 동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정치 및 인

권 문제를 제기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

입 규제 및 불매 운동 등의 경제 보복을 실시한 바가 있

는데, 이러한 경제 보복을 앞으로 법적으로 체계화하겠

다는 목적을 지닌 ‘수출 규제 백서’를 중국 당국이 지난

해 12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 수립

을 통해 수출 규제 질서를 강화하고, 미국 등 서방 진영

이 연대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등 중국 경제를 압박할 

경우 수출 규제를 맞대응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인 것

으로 해석된다.98 

94 조선비즈, "20년 만에 변곡점에 선 글로벌 공급망", May 3, 2021
95 서울경제, “美 AVC-中 홍색 공급망 충돌...고민 깊은 삼성·SK·LG", April 8, 2021
96 조선비즈, “발톱 드러낸 中 ‘원자재 무기화’ 야심...세계최대 ‘희토류 공룡’ 만든다”, December 6, 2021
97 서울경제, “中, 코발트 독식 노린다···콩고서 생산량 2배 늘려”, January 7, 2022
98 Deloitte,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face of geopolitical risks," December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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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상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정확하

게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다. 몇몇 전문가들은 갈

등 양상이 그동안의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촉진했던 세

계화로부터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양국간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

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남겨둔 채 진행될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다. 

갈등 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와 관계없이, 글로

벌가치사슬(GV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이러한 지정

학적 갈등 요소가 향후 그들의 경영 전략에 어떠하게 영

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협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

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이 있다. 딜로이트가 미중 지정학

적 위기 속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결과99, 향

후 10년간의 그러한 갈등 양상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첫 번째,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우위를 얻

기 위해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상호 간의 자제와 협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미중 간 디커플링 시나

리오’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며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양국 간의 상호의존성을 급격하게 줄이는 양

상이 될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핵심물품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염두

를 두고 있을 것이다. 양국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그

리고 전자통신 장비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서로 간의 의

존성을 줄여 나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상품군에

서는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견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로 자국안보에 관련된 핵심물품만을 대상으

로 하는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주

하게 될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첫째, 핵심 소재 공급망

은 매우 집중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

급된 것처럼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제

련과 공급의 막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설계

자동화(EDA)와 IP코어에 있어서 전 세계 75%를 공급하

고 있다. 둘째, 이러한 핵심 소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을 때 최

상의 생산성을 발휘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위

의 거대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막

대한 자본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은 하지 않지만, 자본적으로 중국에 소

유된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핵심 소재

를 공급할 수 있다.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여

전히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중요한 핵심 소재와 부

품의 생산시설을 미국의 국경 안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생산시설 이전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그들이 핵심 소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해외기업으로부

터 공급받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된 전략적 경쟁 시나

리오는 다른 산업군에 위치한 기업들이 양국의 경제 패

권 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헐적인 무역 갈등

이 발생할 것이며, 핵심 소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

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99 Deloitte,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face of geopolitical risks," December 3, 2021
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June 30, 2021

미중 간 디커플링 시나리오

디커플링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격화

되는 것을 가정한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핵심물품 의존

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

국 안보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한 양국간의 무역도 급

격히 줄어들 것이다. 제3의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감소할 것이며, 기업소유구조도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

다. 또한 데이터의 현지화 및 정보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은 중국외의 다른 국가에

서의 배터리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제련된 리

튬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 경쟁 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미국수출

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 소재 범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제품도 무역장벽

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시장

에서 갖는 경쟁력과 이에 따른 경제 발전을 저지하기 위

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미국 농산

품에 대한 수입을 제3국에서 대체할지도 모른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디커플링 시

나리오에서도 아시아 및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 양국 

시장에 모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토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와는 상이하게, 미중 간

의 수입금지 조치가 매우 빠르게 실시될 것이며, 이는 핵

심 소재만이 아닌 광범위한 상품군에 적용될 것이다. 또

한 미국 내에 위치한 중국 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 위치한 미국 기업 

역시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사점

세계 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구축한 경제 질서 하에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하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

었다. 관세장벽은 낮아졌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으

로 거래비용 역시 감소하며 국가 간 교역량은 크게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 전략에 의거하

여 GVC를 급격히 확대 발전시켜왔다.100

우리나라는 COVID-19와 연관된 공급망 병목 문제가 

부상되기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사드(THAAD)배

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그리고 일

본으로부터 2019년 7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

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겪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은 미국 행정부의 중국기업에 대

한 경제규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미ㆍ중 간 경제전

쟁은 동맹 vs. 비동맹 간 경제전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소재 및 부품부

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국에서 생산, 공급

하는 홍색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공급망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술 및 사회가 발전하며 세계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영역 및 요소를 고려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무대가 구

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환경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GVC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화해야 하

며, 공급망 안정성과 수입 대체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단시간에 

배제하거나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

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여 공급망 

국가를 분산화 하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GVC

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그린, 사회

적 공정과 책임 등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 요소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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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이하 ‘러-우 사태’)로 양국 업스트림(후방

산업) 공급업체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이 한

층 약화될 전망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전 세계로 

뻗어 있는 공급망에 대해 또렷한 시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과 세계화의 후퇴

Jim Kilpatrick  l  Deloitte Global 공급망&네트워크운영(SCNO)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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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에는 러-우 사태가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사실 공급

망 붕괴(supply chain disruption)를 일회성 사건으

로 볼 수 있는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전 세계 

기업들은 사업 운영에 빚어질 수 있는 차질을 조금이

라도 줄이고 공급망 전반의 조달, 자금, 정보를 확보하

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

고 있다. 러-우 사태는 대다수 기업들에게 이미 오래 전

부터 필수 역량이 된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취약성을 꼽

는다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한 유럽의 과

도한 의존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주요 농산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의존이 될 것이다.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교역량의 25% 이상, 해바라기유 수출량의 60% 이

상, 보리 수출량의 3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는 주요 비료 수출국이기 

때문에, 비료 공급량이 부족해지거나 공급에 일말의 

차질이 빚어지기라도 하면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이 크

게 줄어들 위험이 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상품은 석유와 농산품만이 아니

다.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글로벌 시

장에서 실제 국력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

는 가장 중요한 몇몇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

이라고 진단했다.1 러시아는 미국 내무부(DOI)가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지목한 35개 주요 

광물 중 상당수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팔라

듐 등 백금족 광물의 글로벌 공급량 중 30%, 티타늄은 

13%, 니켈은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반도체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의 회로 식각 공정

(etching)에 필요한 네온(neon)의 주요 수출국이기

도 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촉매 변환기의 핵심 재료인 

팔라듐 가격은 러-우 사태 발발 후 무려 80% 뛰었다. 

시장조사업체 LMC오토모티브(LMC Automotive)

는 러-우 사태를 이유로 들며 향후 2년간 유럽의 연

간 경량차 판매량 전망치를 200만 대 하향 조정했다.2

전 세계 각국 경제와 기업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

혀 있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 일부

는 더욱 증폭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숨겨져 보이지 않

는 경우도 있다. 세계 최대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던앤

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에 따르면, 러시

아 소재 1차 공급업체들은 1만5,000개가 되지 않는

다. 하지만 더욱 범위를 넓히면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업체들과 2차 공급 거래 건수는 760만 건에 달하고,3 

37만4,000개 기업이 러시아 공급업체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딜로이트

가 글로벌 유수 기업의 최고조달책임자(CPO)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급망 취약성을 더욱 

단적으로 드러냈다. 1차 공급업체들로 인한 위험 요

소에 대해 분명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

자는 70%에 달했지만, 2차 이상 공급업체에 대해서

는 15%만이 분명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험 관리 기본체제와 시스템을 마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에 

미리 대비하고 있던 기업은 거의 없었다. COVID-19

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대응 계획

을 미리 마련해 두는 기업이 원래 극히 드물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다수 기업은 러-우 사태가 본격 글로

벌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적절한 위험 관리 수

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광범위

한 공급 네트워크에 내재한 위험 요소와 공급 및 인

플레이션 압력이 주요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 이상 공급업체들의 위험 요소

를 파악하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중

국 등의 다른 국가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직접

적 공급업체를 넘어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문제가 달라

진다. 공급망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은 시야 확

보이며, 특히 공급망 전체에 대한 또렷한 시야를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딜로이트의 CPO 설문조사 결과, 업

스트림 공급업체들은 차치하고 1차 공급업체의 위험 요

소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26%)에 그쳤다. 어

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해 인

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과 더불어 첨단 애널리틱스

로 강화된 ‘관제탑’(control tower) 시스템을 가동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데이터 가시성, 사전 경고, 

처방적 통찰력, 자율 실행 등을 적시에 제공한다. 이러한 

첨단기술로 무장한 관제탑을 구축하면 직접적 기반 공

급업체들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공급 네트워크(예: 귀

사가 거래하는 공급업체의 공급업체들) 내 어떤 공급업

체 그리고/또는 원자재 부문에서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설계와 운영 방식에 필요한 변화 대부분은 이행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적지 않다.

지금 당장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라

대체 공급원을 파악하고 작동시켜라

그 동안 핵심 원자재의 공급원을 다각화해왔다면, 대

체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신속히 발동시키고 추가적인 필

수 재고와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핵심 원자재를 조달할 대체 공급 지역도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한다. 이미 포화된 공급 허브에 해당 산업 전체의 의

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쇼어링(onshoring)과 ‘깐부쇼어링’(friend-sho 

ring)을 모색하라

전 세계 기업들이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정상

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현지화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가운데 러-우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의 취약성이 한

층 부각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

급망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온쇼어링을 이행하면, 자국 

정부와 기업의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산 

원자재에 의존함에 따라 수반되는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온쇼어링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도

체와 같은 일부 제품과 서비스는 국산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천연자원과 전문성이 부재할 수도 

있고, 다수 공급업체간 경쟁 시장을 뒷받침할 만큼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주요 공급망을 위험 요소가 많은 외국 공급

업체들로부터 동맹국과 우호적 파트너사들로 재편하는 

이른바 ‘깐부쇼어링’이 실용적 해법이 될 수 있다.

긴요물자의 재고 정책과 계획 범위를 업데이트하라

지난 수십년간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고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정상적 

수요와 공급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재고 수준만 

을 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전통적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economy/global-economic-impact-of-sanctions-on-russia.html.html
https://lmc-auto.com/wp-content/uploads/2022/03/European-market-outlook-worsens.pdf
https://www.dnb.co.uk/content/dam/english/dnb-data-insight/DNB_Russia_Ukraine_Crisis_U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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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완충 방식으로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는 경각심이 확산됐다. 주요 광물의 ‘전략적 재고’(stra- 

tegic stock)를 기업 재고 정책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러-우 사태에 따른 위험 요인

들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

은 대(對)러 의존도가 높은 두 가지 긴요물자인 팔라듐과 

네온 재고를 확충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다수 기업들

은 이러한 공급 리스크를 예상하지 못해, 공급 차질 장기

화를 헤쳐 나가기에는 재고 상황이 빠듯한 상황이며 앞

으로는 심지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단 하나의 부품 

부족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일례로, 우크라

이나산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배선뭉치)와 

같은 부품 한 가지만이라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공급업체와 계약서에 원자재 물가 상승이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 파악하라

러-우 사태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농산품 등 

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회복력이 강한 기업

들은 원자재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

용을 감축함과 동시에 역시 물가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

는 공급업체들과 신중하게 계약을 추진해 ‘넥스트 노

멀’(next normal)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공급 계약

서를 다시 점검하라. 연료 가격 상승은 화물 운송 계약서

에서 연료 추가요금으로 반영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

품 수익성과 공급 가격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

떻게 반영되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

서 인플레이션이 제품과 공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

밀히 파악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류 제약요인과 비용을 모니터링하라

러-우 사태로 인해 전통적 보급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

에,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할 때 물류의 유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러-우 사태가 아니더라도 항만 

혼잡, 컨테이너 부족, 리드타임(lead time) 지연, 사상 최

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수년간 사이버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러-우 사태로 인해 디지

털 공격이 현대전의 일부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이버보안뿐 아니라 점차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스

템과 자동화의 복구능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분쟁 지역에서의 운영 차질에 대비하라

현재 우크라이나 내 심각한 분쟁 지역에서 직영 사업

을 지속하는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러-우 사

태 발발 초기 몇 주간 에너지, 광산, 농업, 헬스케어, 소

비재 산업의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에서 사업을 중단, 축소, 혹은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

고 수준의 해상운임료 등 여러 복잡한 물류 장애물을 뛰

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장애물이 추가됐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화물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흑

해(Black Sea)를 통한 해상운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

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해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

에 항공화물 빈도와 노선도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우

크라이나·벨라루스를 통과하는 중국발 유럽행 화물열차 

노선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부 운영과 핵심 공급업체의 사이버보안 위험 모니

터링을 강화하라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센터가 확산되고 사물인터

넷(IoT) 발전으로 거의 모든 현대적 기기에 인터넷프로

토콜(IP)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공급망이 빠르게 디지털

한 기업들은 인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류 인프라와 

여타 공급망 파트너들이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

비해야 한다.

글로벌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하라

전 세계는 러-우 사태가 조속히 원만한 합의로 종식되

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그리고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칠지 불확실하다. 이에 따

라 원자재 비용과 공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 향후 

각국 정부의 제재와 개입 등이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지

도 전혀 알 수 없다. 기업들은 자사가 러-우 사태에 얼마

나 노출돼 있는지에 기반해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중장

기 행동 방향을 정해야 한다.

리더들은 금번 위기의 즉각적 위험 요인에 대처하고 공급망을 안정시켜야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이미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의 기초여건 및 구조 변화가 러-우 사태로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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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인플레이션,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험
딜로이트 글로벌&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지상 대담

Interviewee  Ira Kalish & Xu, Sitao (Deloitte Global/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이정훈 컨설턴트 (Deloitte Insights 편집국)

*Ira Kalish, “How sanctions impact Russia and the global economy”, Deloitte Insights, March 15, 2022; Xu,Sitao, “Managing the economic fallout 
from UKraine”, The Deloitte Research Monthly Outlook and Perspectives Issue 72, March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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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한 지 3년 차인 2022년

은 감염 확산세의 위험이 여전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회복

의 해’가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아직 혼란스러

운 세계 경제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팬데믹에 이은 전쟁의 발발로 인한 파급 효과는 예고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뚜렷한 그늘을 드리우며 정부와 기

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COVID-19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

크론 등으로 변이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과 공급망의 혼란은 여

전히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의 영향을 속단하

기는 어렵지만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양쪽 모두

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 중

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 지속적 축소에 따른 경제적 부

담과 함께 조만간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

이 높아 보인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 시장 환경과 기술 혁신, 글

로벌 교역 성장의 세계화 시대가 이제는 변화의 갈림길

에 섰다. 경제적 불평등, 전염병과 기후 위기가 가속화하

며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군사·경제·외

교·문화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내부적 혼란과 외부 도전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은 2022년 세계 경제가 당

면한 이러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해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딜로이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쉬 시타

오(Xu, Sitao, 许思涛) 딜로이트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

트의 고견을 듣고자 지상 대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 모두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우리에게 자신의 인사이트를 제

공하고 이를 독자와 공유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불행

하게도 본 인터뷰가 진행되던 시점에는 예상하지 못했

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전

쟁은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서구 주요 동맹국들의 초

강력 경제 제재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칼리시 수석과 쉬 수석의 허락을 얻어, 이들이 내놓

은 최신 공식 분석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대담을 추가

하여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사진출처: Financial Times

쉬 시타오(Xu, Sitao, 许思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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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올해 세계 경제는 매

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앞선 COVID-19 델타 변

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도 아직 확산세에 있다. 전쟁

과 전염병의 복합 위기로 인해 팬데믹 발생 이후 위축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

인다. 더구나 에너지 가격 급등을 비롯한 공급 위기

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러

한 물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경제국의 중앙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어 취약한 세계 경제

는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에 노

출되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 등의 다양한 불확실

성을 고려할 때 올해와 내년까지의 세계 경제를 어떻

게 전망하는가?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Kalish 당초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경

제적 타격으로부터 점차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수요가 경제를 견인하며 2022년에는 비교적 

강건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유럽

과 북미 시장의 공급망 혼란 속에 팬데믹 기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결과적으로 

심화시켰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 위기 대응용 재정 지출의 축소와 더

불어 이러한 긴축통화정책은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했지만 

이미 현실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미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론 금융 시장의 자산 가격 하락, 

리스크 프리미엄과 비즈니스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

지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철회하

게 만들 수도 있다. 이들 요인이 만연한 불확실성에 따

른 제약 정도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한 셈이다.

Xu 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가격 및 자

산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에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당면

한 가장 큰 과제는 지금까지 매우 낮은 금리 환경에 

처럼 에너지 부문이 잠재적인 경제적 충격의 근본 원

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기반 자원에 대한 투자

를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몇몇 상품에 대한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금융 시

장의 높아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

은 세계화를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 국가가 국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

의는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X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비가 되어 있지 않

은 많은 사람들의 허를 찔렀고, 그 영향은 세계 경제 전

반에 파급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금융 시장의 불

안 속에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상품 원자재 가격의 급

등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중국에

게 이번 전쟁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많은 고려와 질

문을 제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요 압력과는 달리 공급 충

격은 주요 경제국, 특히 에너지 수입국이 스태그플레

있었던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Fed))의 예상치 못한 통화긴축정

책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여부이다. 또 다른 세계 경

제 위험요인은 경제 회복에 기인하기보다는 에너지 공

급 측면의 문제이다. 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

로 인한 높은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급

격히 상승한 에너지 가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서방 동맹

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사태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가

져올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Kalish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600만 명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

해서 경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정도

로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주요한 원자재 수출 국가이다. 현재는 

모든 것을 속단하기 힘들지만, 서방 국가의 강력한 경

제 제재와 이에 대해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발과 역

공 등으로 인해 주요 상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

다. 결국 이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나며, 

잠재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제재로 인해 다

수 기업의 러시아와의 교역도 제한될 것이며, 이는 중

요한 공급망의 차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정확한 

충격의 규모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후에 주요 

원자재 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미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과 리스크 프리

미엄 급등, 자산 가격의 급락이라는 현실로 그 힘을 드

러내고 있으며, 기업들은 당면한 위험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떠나서, 서유럽

의 지정학 프레임워크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

다. 국방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

로 보이며, 세금 및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가 이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태로 나타난 것

이션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이 가운데 연준(Fed)의 금

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가격 파괴는 긴축의 효과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 금리 인상 행렬은 2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

리는 올해 5차례, 내년에도 2~3차례 추가 금리인상

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의 경제적, 금융적 연계를 계량해보면, 홍콩 금융 중심

지를 통한 러시아의 익스포저(exposure)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지만 문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자금 조달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위안화 결제로 전환할 것이

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은 간

접적으로 러시아의 곡물과 에너지 제품을 추가 수입하

는 식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정

도로는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에서 상실한 규모를 보

충하기 힘들 것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EU와 러시

아 교역은 미화 2,800억 달러 규모로 중-러 교역 규모

(1,47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세 번째로, 미국과 

달리 대부분 원유 순수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은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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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쟁이 반도체 부족 사태 등 산업 생산에 미칠 영향

은 어떠한가?

Kalish 지난 1년 동안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산업과 

많은 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정보화기술(IT) 관련 수

요 급증은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자와 쇼핑객들이 ‘원 

격 상호작용’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반도

체 부족은 자동차와 다른 제품 생산의 제약으로 이어

졌고, 이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 옥스포

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

면, 적어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다. 하지만 전쟁으

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생

산에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원자재가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네온이 가장 두

드러지는 경우다. 전 세계 네온 생산의 약 70%를 우

크라이나가 차지한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네온을 사재기하면서 네온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다. 올해 말까지 관련 재고가 줄어든 뒤 네온 

유통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더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컨퍼런스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

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신흥국의 식량 분배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는 세계 곡물 생산의 약 6%, 세계 곡물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세계 비료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데, 전쟁이 이러한 부문을 저해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작물 재배가 줄어들

었을 수 있고, 화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운송은 이미 문제가 되

고 있다. 급격한 식량 생산 감소는 많은 신흥 국가들, 

특히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인도, EU의 기존 비축량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과

거의 경험에 의하면 식품 가격의 폭등은 일부 중동 국

가에서 사회적,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였다.

Q 전쟁에 앞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유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이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산유국이 충분한 양의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한

편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얼마나 

장기간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Kalish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의 장기 전망에서 보

자면, 다양한 원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인

해 중장기적으로 고유가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로, 사람들이 점차 재택근무

를 하며 직장까지의 이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쇼핑 역

시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미국 셰일오일(shail oil) 산업

에 대한 투자 증가와 이에 따른 산유량 증대, 그리고 

OPEC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산유량과 이란에 대한 경

제 재재 완화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있다.   

Xu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공급 측

면의 요인으로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불리하게 작용한

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보

조금 및 다른 재정적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 위

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

는 고유가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올해

와 이후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

칠 영향은 어떤가? 어떤 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을까?

Kalish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여건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미 이에 앞서 다수

의 수급 불안 요인이 작동 중이었다. 예를 들어 공급망 

혼란, 아시아 각국의 천연가스 친화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브라질의 심각한 가뭄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액

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늘었고 겨울 날씨도 포근

Q 공급망 혼란은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일시적

인 문제인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요

인은 무엇이고, 언제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Kalish 나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공급망 혼

란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안 

발생한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는 대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재

화운송, 그리고 동 기간동안 소비자의 수요가 서비스 

부문에서 재화부분으로 옮겨간 것에 기인한다. 그러

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유 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혐

오는 공급망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원자재 상품 공급망에 

충격을 주어 세계 경제에 위험으로 부상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서방의 제재 이후 글로벌 양대 컨테이너 선사

는 러시아와의 화물운송 계약을 중단했고, 영국은 모

든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과 러시

아는 각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유럽과 아시아 운항

기들은 길고 비싼 우회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러시

아 화물기 활용 축소로 인해 전 세계의 항공화물수송 

역량이 감소할 것이다. 화물선 선원의 약 14%가 러시

아 및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노동력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송

유관이 차질을 빚을 경우 중동과 서아프리카 석유 수

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으로 유조선 운송 비용이 상

승했고, 화물 운송 보험료도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러

한 다양한 상품 공급망 위험은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발생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Xu 칼리시 수석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이번 우크라

니아 전쟁 사태로 인한 중장기적 영향 중에는 세계적 

불신의 심화로 인해 공급망의 재구성이란 통념이 강화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인 긴

장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이것이 디커플

링 추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한 편이었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5년 최저치

에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차지한다. 가스 공급의 일시적 혹은 부분적 혼

란이 발생할 경우(일례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1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한다) 다른 지역에서 LNG

의 수입 확대나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이나 비록 가능

성은 낮지만 러시아의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유럽은 전쟁 발

발 전에 노르트스트림2(Nord Stream 2) 파이프라

인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받아 부족한 

저장량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독일의 기한 없

는 승인 중단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오미크론 확산 이후 상승하던 

브렌트유(Brent)와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을 2014

년 이후 최고치로 더욱 끌어올렸지만, 미국 생산자들

은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않았다. 2021년에 국제 

유가는 75%나 올랐지만 석유 및 가스업체의 생산 용

량은 17% 증가하는데 그쳐, 유가와 투자 사이에 디커

플링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수급 여건

이 악화된 가운데, 심지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도 앙골라와 나아지리아의 생산시설 문제로 인

해 목표에 미달했다.

원자재는 러시아 GDP의 10%, 상품 수출의 70%, 

정부 재정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에너지 및 원

자재 가격 상승은 러시아에게 이득이지만, 각종 서방

의 제재로 인한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금리 상승으

로 인한 신용 시장의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EU

의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이며 우

크라이나 비중도 1% 정도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사태 이전에 비해 그 비중은 절반 이상 줄었

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EU 가스 수입의 40%, 석

유 수입의 25%, 고체연료의 47%를 각각 치지한다. 

러시아의 가스가 차단된다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

는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 없어 경제 활동이 정체하게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가스 인프라로 인해 어

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LNG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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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

저장량 확보, 에너지원 대체 능력에 달려 있다. 공급 

부족 사태는 필연적으로 EU의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태의 장기화는 경제 성장에 충

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제 상

품 가격 상승과 EU와 무역을 통한 파급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도체와 배터

리 생산에 중요한 원자재 생산국이기 때문에 일부 산

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도 

러시아와 교역 수준은 작지만, 무역 회사는 영향을 받

을 수 있고, 에너지 순수입국들은 이러한 위기에 취약

할 수밖에 없다.

Xu 미국과 달리 아시아의 거의 모든 경제국은 원유

와 천연가스 순수입국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경제

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일

부 국가는 물가 압력이 매우 높을 수 있고, 태국과 필

리핀 등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 확대로 인해 재정적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다운스스

트림 산업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되

겠지만,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큰 폭의 이윤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이

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석유와 가스

로부터 이탈하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탄소중립 정책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에너지 경색 경험 때문

에 정책적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때문

에 올해는 다시 탄소 감축 캠페인 같은 방식의 정책을 

구축하기보다는 수입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힘들겠지

만 소비자 전기료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에 더 의존할 

수 있다고 본다.

Q 주요 경제국들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반대의 선택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PBoC)은 1년 만

기 대출우대금리(LPR)을 3.8%에서 3.7%로 0.1% 

낮추었으며 5년 만기 이자율도 4.65%에서 4.6%로 

0.05% 낮췄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적으

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줄일 수준인가?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Kalish 중국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성

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소비

자물가는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시장 

문제와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있

다. 중국 경제는 2022년에 5% 미만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Xu 중국은 경제 성장 주기가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적

인 상황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연준(Fed)의 긴축

통화정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민은행

의 완화통화정책은 중국 경제를 다시 확장시키는 동시

에, 부동산개발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중국 위안화(RMB)의 가치는 지난 2년간 

매우 크게 절상되었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2020년 이

래 절상된 통화 가치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중국 

경제는 4.0~5.0%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의 국내 소비가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도 회복탄

력성을 유지할 것이며, 더불어 대외적으로 중국 무역

이 지난 1년 이상 순조롭게 순항 중이며 앞으로도 그

러한 중국 무역의 추진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

정에 기반한다.

Q 미국 연준(Fed)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몇 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

가? 또한 이러한 긴축통화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물가

와 경제의 억제 혹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나?

  

Kalish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나는 미국 연준이 2022년에 4~5차례, 2023년

에 4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준의 이러한 긴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심화하

는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

이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억누르게 하

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인플레

이션을 장기화하게 하는 ‘임금 및 물가의 악순환적 상

승(wage-price spiral)’을 피하게 할 것이다. 연준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자산 가격의 폭

락을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통화긴축정책을 피하는 것

이 될 것이다.  

Xu 칼리시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우크라이

나 사태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연준(Fed)은 기준

금리를 ‘빅스텝’, 즉 50bps(0.50%p) 폭 이상 인상하

는 것보다는 ‘베이비스텝’, 즉 25bps(0.25%p) 수준으

로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미국 중앙

은행에게 있어서 진정한 과제는 금리정책이 한발 늦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Q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이른바 ‘콘월 컨센서스'(Cornwall 

Consensus)를 내놓았다. 경제적 불평등, COVID- 

19 팬데믹,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시대로 전례 없는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질서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그러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향

후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Kalish 영국 콘월에서의 합의는 최근 세계 경제를 휘

젓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향후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응해야 할 정치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에서 정당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이 쉽지 않고 분열된 정치적 리더십

으로 인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G7 합의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Xu 불행하게도, 나는 G7 및 G20 모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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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정한 시

점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세계 경제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지털 및 에너

지 전환은 이러한 추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Kalish 중국의 명목 GDP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명

목 GDP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서

든 아니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

각한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

를 반영하는 것이지,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는 않는다. 다른 측정 방식에선, 예를 들면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 최고 수준의 대학, 기술 혁신 및 문화 등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지배적인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은 고부가가치 사슬로 전환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환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전환은 중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Xu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수준

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

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1980년대의 일본 및 1990년

대의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따라잡기형(catch-

up) 성장 측면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여건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시

간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70%에 이르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역국가인 동

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재화 및 명품 소비국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는, 중국에 있어서도 필요는 하지만 쉽

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소배출저감은 중국 경

제 성장에 있어서 일종의 ‘세금’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를 실행하는 데는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수반할 것으

로 본다.  

Q 미국 정부는 4개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희토

류, 의약품 등의 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언급되는 행정명령 14005를 단행하며 

연방정부의 미국산 물품 구매의무를 강화했다. 한편 중

국은 소위 ‘홍색공급망’이라고 불리는 자급자족의 공급

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해외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대신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중 무

역 분쟁에 이어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전망은 어떤가? 

Kalish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공급망은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COVID-19 팬데믹 및 최근 무역 분쟁은 미국 공급망

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의 회복

성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중복성을 없애는 투자가 이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을 촉진시키

는 이러한 노력이 무역 확대 및 합리적인 재화의 활용

을 방해할 수 있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

다. 중국은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Q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Kalish 중국 경제 데이터는 최근 비교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 중국 경제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중

국 증시 급락은 경기 회복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

건들이 합쳐지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

러스 변이 확산세 발생에 따른 지역 경제 봉쇄, 부동

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 수입 물가 상승, 전쟁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의 잠재적 혼란, 그리고 긴축으

로 인한 금융 혼란 등이 포함된다. 중러 관계는 ‘동맹

보다 더 강력하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

는 서방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점

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대러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럽 및 북미와의 경제 관계가 거의 실존적 중요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 지

도자들은 동맹국인 러시아가 서방에게 패배하지 않도

록 도우려 할 것이다. 성공할 경우 향후 러시아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러시아

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고립된다면 위안화 결제를 통해 문제를 피하려고 하

겠지만, 이는 불안정한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위

안화의 태환성을 허용해야 가능하다. 중국은 장기적

으로 훨씬 더 큰 글로벌 파워가 되기를 열망하며, 이

는 러시아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동기가 된다. 중국

이 해야 할 일은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고 결국엔 미국

을 추월하고 지정학적 힘을 더 얻는 것이다. 하지만 중

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지른다고 해도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서방 동맹을 따라잡지는 못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위치한 

해외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Xu 중국의 공급망 재편의 동인은 수입 대체 보다는 주

로 위험관리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및 

상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는 중

국인의 더 낮은 생활수준을 야기할 것이다. 질문이 암

시하는 중국의 제약 조치는 대개 데이터 보안 및 국가

안보 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비롯하여 EU와의 잠재적 투자 협정(CAI, 포괄

적투자협정)은 중국이 점차 상호주의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이는 중국이 이전에 서방국가에 개

방하지 않았던 많은 산업군, 예를 들어 의료산업 등을 

개방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과 미디어는 국가안

보상의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개방에서 제외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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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이상, 채굴 후 가

공은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광물 무역을 재조정하였을 때 어떻게 

전자제품 및 배터리 생산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예상되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미지수다. 몇몇 전문가

들은 이러한 미중 갈등이 ‘전략적 경쟁’ 또는 더욱 갈

등 구조가 큰 ‘디커플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

단하고 있다. 어떠한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  

Xu 중국과 호주, 영국, 그리고 인도 사이의 양자 간 무

역을 깊게 살펴본다면 지정학이 무역에 큰 영향을 끼

쳤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기구

(WTO)를 활용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WTO는 조직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점차 권

위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서구권의 몇몇 국가들 사

이에서는 중국의 산업 정책을 모방하려는 경향도 있

다. 나는 이러한 산업 정책 모방이 일본, 한국,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가능할지라도 미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

지 않다고 본다.   

Kalish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핵심광물 사업투자에 향후 각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

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

가 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커플링’ 시나리

오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재화 및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이동 제한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디커플링’ 시나리오의 전개는 미국과 중국 기업의 공

생적인 관계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민간 부문으

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Q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

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발족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IPEF에도 가입할 경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Xu 한중일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RCEP는 한국과 일본에게

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

와 뉴질랜드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RCEP은 중국, 한국, 일본의 기업들의 공급망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통합을 초래할 것이다. IPEF는 

단기적으로는 개념 수준의 논의에 그칠 것 같다.     

 

Kalish IPEF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

기 때문에 아직은 답을 하기에 이른 질문으로 보인다. 

Ira Kalish  
Chief Global Economist, Deloitte Touche Tohmatsu / ikalish@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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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며 기업

이 직면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OVID-19를 거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기업의 생

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혁신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글

로벌 기업 및 한국 주요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스타트업,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란 기업이 내부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외부 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미국

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헨리 체스브로(Henry W. Chesbrough)이다. 체

스브로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형 시장에서는 기술우위 제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

는 것이라 강조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혁신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 '오픈 이노베이션'

Deloitte Insights 편집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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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이 태동했기 때문에 자사에 좋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이

를 좋은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향상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내부 아이디어와 함께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시장을 향한 외부 경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회

자되는 사례로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P&G)을 들 수 있다. P&G는 “내부에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가 8,6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외부에는 15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왜 내부에서 상품을 모

두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사의 혁신 원천의 50%를 회사 외부로부터 얻는다는 목표를 세우며 

혁신 전략을 전환시켰다.1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과 프레임워크

체스브로 교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을 내향형

(outside in)과 외향형(inside out)으로 분류했다. 내

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에서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해,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내보내서 다른 비즈

니스 모델을 통해 상업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까지는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지식과 기술을 방어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못

하여 내향형 혁신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기술 판매와 

스핀오프가 있다. 기술 판매란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

여 타사로부터의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창출을 극

대화하고 기술 표준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다. 스핀오프(spin-off)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는데 사업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 사업 창출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

레임워크를 5가지 구성 요소와 개방성(openness)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표1 참조).

표1. 오픈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네트워크 특징
•  1~5개의 참여 기업
•  특정 1개 국가에 기반

• 5~20개의 참여 기업
• 1~5개 국가에 기반

• 20개 이상의 참여 기업
• 5개 이상의 국가에 기반

• 높은 전문화 수준과 혁신 
역량만을 갖춤

• 참여 인력에 대한 협소한 
수용 기준

• 보통 정도의 전문화 수준
을 기반으로 혁신역량과 
실험역량을 갖춤

• 참여 인력에 대한 유연한 
수용 기준

• 혁신역량, 실험역량, 상품
화역량 등을 고루 갖춤

• 참여 인력 대한 광범위한 
수용 기준

• 계약, 명시적 동의, 지적재
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계
약 용어, 법적 동의 없는 
지적재산 사용 방지 등을 
바탕으로 함

• 참여자간 동의내용이 잘 
정의되어 있고 지적재산권
을 잘 보호하나 다양한 조
직의 활용을 허용함

• 명백한 계약 없이 플랫폼 
내에서의 상호간 신뢰, 이
익관계에 의해 지적재산권
의 사용, 활용 등이 이뤄짐

• 중심 조직이 네트워크의 
혁신 어젠다를 결정함

• 일부 참여자가 혁신 활동
의 일부(솔루션 디자인, 
개발)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참여자가 대다수 혹은 모
든 혁신 활동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의 
검토와 승인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정의되어 있고 
제한적임

출처: 딜로이트 컨설팅(2015), Executing an open innovation model

•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의 
검토와 승인 관련 규정이  
일부 규정되어 있음

• 검토와 승인 규정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만 만들어짐

인적자원

지적재산권

관리 및 계약

참여자의

영향력

거버넌스

개방성(openness) 정도

폐쇄적 보통 개방적

이미 국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

벌 기업 삼성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

고 있는 테슬라(Tesla)의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C-Lab은 ‘발굴-구현-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

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C-Lab Outside)과 사내벤

처 프로그램(C-Lab Inside)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성을 갖춘 과제는 스타트업으로 스핀오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내벤처의 경우 2012년

부터 2021년 1분기까지 1,309명의 참여임직원이 338

개의 육성과제를 진행해 52건의 스핀오프 사례를 창출

해냈다. 또한 본사와 시너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선발하

여 삼성전자만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개방하

기 시작하였는데 2018년에는 18개, 2019년에는 24개,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0개 기업을 육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2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테슬라가 개발한 200여건의 기술 특허를 2014년 무상

으로 모두 개방했다.3  이 기술 특허에는 전기 모터 및 충

전 기술, 전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기술

이 모두 포함됐다.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된 오픈 소스는 

경쟁사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머스크는 말했다. 특허

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키워 내

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

도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테슬라의 기술로 시장의 판이 커진

다면 전기차 시장의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교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Henry W. Chesbrough, “Open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ion, 2003
2 삼성전자 C-Lab 웹사이트, (검색일: 2022년 3월 3일)
3 Forbes, “Tesla Goes Open Source: Elon Musk Releases Patents To Good Faith Use,” June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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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 

tal, CVC)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시키는 

전략 조직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CVC를 통해 기업은 

내부의 중앙연구소, 특정 부서에서 벗어나 외부로부터 

혁신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지닌 역량 

과 지식을 외부의 스타트업과 공유, 발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도 있다. 

CVC의 유형은 투자 목적 및 CVC-벤처기업 간 연결

성(관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추진형(driving), 개척형(emergent), 강화형

(enabling), 수동형(passive)이다. 각 유형별로 특징

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형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

거나 사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의 도입 또

는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

는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CVC와 벤

CVC 활성화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

미국에서는 CVC의 개념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화되었고 IBM벤처스(IBM Ventures), 인텔캐피탈 

(Intel Capital), 퀄컴벤처스(Qualcomm Ventures),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 등 이미 다양한 기업

들이 CVC를 통해 혁신을 일궈 왔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CVC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CB

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CVC 투자집행액

은 2014년 179억 달러(약 21조 원)에서 매년 증가해 

처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개척형은 미개발 혹은 미개척된 분

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에 중

점을 둠으로써 잠재적인 사업 영역 확대를 추구한다. 

CVC와 벤처기업 간 연결성은 높지만 CVC가 적극적

으로 벤처기업의 사업 전략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

양한 분야의 벤처기업의 신규 아이템에 재무적 투자를 

집행하여 잠재적인 성장 사업 분야를 탐색하는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강화형은 CVC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보완적 제품이

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CVC의 

전략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CVC와 벤처기

업 간 관계는 추진형보다는 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수동형은 재무적 수익 추구를 중점적

으로 하고 있어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유연한 관

계가 형성된다.

2020년 731억 달러(약 85조 원), 2021년에는 1,693

억 달러(약 204조원)를 기록했다.4 특히 미국은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2021년 상반기 글로벌 CVC의 투자 총액은 

787억 달러에 달했는데, 2016년 상반기 180억 달러

와 비교했을 때 약 4.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적으로도 CVC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을 증명한다(그림2 참조).   

그림 1

그림 2

CVC 투자 유형과 주 목적

연도별 글로벌 CVC 투자액 및 투자 건수

출처: Henry W. Chesbrough(2002), ‘Making Sense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Harvard Business Review

CVC
벤처기업간

연결성

유기적

전략적(Strategic)투자

추진형(driving)
기존 사업 전략 강화

강화형(enabling)
기존 사업 전략 보완

개척형(emergent)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수동형(passive)
투자 이익 회수

투자 목적

재무/금융적(Financial)투자

독립적

출처: CB INSIGHTS, The 2021 Mid-year Global CVC report / H1: 상반기, H2: 하반기

4 CB INSIGHTS, “State of CVC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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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상반기 유니콘 기업 투자 건수 기준 

글로벌 CVC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그림3 참

조).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가 

총 18개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여 1위를 기록하였

고 이를 이어,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 시티

벤처스(Citi ventures), 캐피탈G(Capital G), 넥스트

47(Next 47)등이 뒤를 이었다. 세일즈포스벤처스는  

2020년 유니콘 기업투자 건수(10건)에 비해 8건이 

증가하였고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Alphabet Inc)

에 의해 설립된 구글벤처스와 캐피탈G도 전년 대비 

향후 국내 CVC의 투자집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부터 국내 대기업 일반지주회사도 

CVC의 제한적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내 지주회사

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그동안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산하에 둘 수 없었다. 

이전까지 설립, 운영되었던 기존 벤처투자회사는 모두 

지주회사가 없는 기업들이 만들었거나 지주회사가 아

닌 계열사가 별도로 세운 형태였다.6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가 별도로 세운 벤처투자회사는 롯데벤처스(호

텔롯데), 코오롱인베스트먼트(코오롱차이나(HK) 컴퍼

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씨앤아이레저산업), 시 

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인터내셔날)가 대표적이다 

(표2 참조). 

유니콘 투자 건수가 각각 7건, 2건에서 각각 11건, 7

건으로 증가했다.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르는 국내 CVC 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

었지만, CVC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

나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의 CVC 설립이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CVC 투자 집행액은 2021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림4 참

조).5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채 비율은 200%, CVC

가 조성한 펀드에 유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 비율은 

40%로 제한되는 조건으로 국내 일반지주회사도 CVC

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에서는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

르자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GS그룹은 국내 지주회사 중 최초로 CVC 전문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개정 법 시행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LG, SK, 효성,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홀딩스도 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회사 설립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3

그림 4

2021년 상반기 기준 유니콘 기업 투자 건수 기준 글로벌 CVC 순위

연도별 국내 대기업 CVC 투자집행액 추이

출처: CB INSIGHTS, The 2021 Mid-year Global CVC report / H1: 상반기, H2: 하반기

출처: THE VC, 이데일리(2021.09.23) / 2021년 수치는 추정치

5 이데일리, “국내 CVC 1조원 투자 시대 연다”, September 23, 2021
6 매일일보, “대기업 벤처투자 열풍, ‘쩐의 전쟁’ 시작되나”, January 23, 2022

순위

1 18 BetterUp, Flutterwave, Forter, Melio, StarburstSalesforce Ventures

2 11 Bowery Farming, Cameo, JoyTunes, KeepTruckinGoogle Ventures

3 8 Feedzai, Honeybook, Trulioo, SocureCiti Ventures

4 7 ID.me, Orca Security, ThumbtackCapital G

5

0
2019

77.2

2020

61.6

2021

110

20

40

60

80

100

120

4 Bringg, Pipe, Skydio, SysdigNext47

CVC 유니콘 투자 건수 2021년 상반기 주요 투자 유니콘 기업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78 79

Deloitte Insights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표2. 주요 대기업 집단의 CVC 현황

표3. 2021년 국내 주요 CVC의 전년대비 투자집행액

삼성

카카오

롯데

신세계

롯데

코오롱

CJ

IMM인베스트먼트

신세계

농협

한국투자금융

신한금융

미래에셋

KT

호반건설

다우키움

포스코

이랜드

네이버

카카오

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롯데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삼성

LG

GS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롯데 액셀러레이터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 인베스트먼트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NH 벤처투자

한국투자 파트너스

네오플럭스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투자

KT 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 투자파트너스

키움 캐피탈

키움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기술투자

이랜드 벤처스

스프링캠프

카카오 벤처스

334

266

91

30

삼성 벤처투자

삼성 넥스트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

LG 테크놀로지벤처스

GS 퓨처스

현대 크래들

SK텔레콤 벤처스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1,029

512

126

107

국내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대기업 집단

그룹 집단

CVC 명

CVC 2020년(억원)

소재지

2021년(1월~9월)(억원)

출처: 한국무역협회(2021), 기업 벤처링 트렌드와 시사점

출처: THE VC, 이데일리 (2021.09.23)

국내 CVC의 투자 확대 추세는 2021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CVC

의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

린 CVC는 삼성벤처투자로 1,029억 원을 집행해 전년 

투자액(334억 원)의 3배 정도 규모다. 삼성벤처투자

는 삼성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디지털 헬스

케어와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1

년 5월엔 2015년 시리즈B부터 투자해온 디지털 헬

스케어 기업 눔(Noom)의 시리즈F 투자에 참여하기

도 했다. 해당 시점에서 눔의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의 CVC인 카카오벤처스도 올

해 512억 원을 투자하며 작년 투자액(266억 원)의 두 

배 가까이 자금을 집행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지난달 

1,789억 원 규모의 당근마켓 시리즈D 투자에 참여하

는 등 카카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의 CVC인 롯데벤처스도 같은 기간 

126억 원을 투자해 전년(91억 원)보다 40%가량 규

모를 늘렸고, 신세계그룹 CVC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도 30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투자금을 3배 이상 확

대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만든 해외 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직접 진

두지휘하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

자에 공을 들여왔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LG 5개 

계열사가 총 4억 2,5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출

자해 탄생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가

상현실(VR), 증강현실(AR), 로봇, 바이오, 차세대 디스

플레이 등 신기술 및 혁신 역량확보에 매진해왔다(표

3 참조).7

7 이데일리, ”돈 몰리는 벤처투자, 10대 그룹까지 CVC 투자·설립 봇물”,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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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review 하다

혁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

려왔다. 이 중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와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의 정의를 인용하면 혁신은 ‘새로운 

결합을 통해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변화’, ‘창조

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만족을 창조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결국 혁신 역량을 쌓는 

과정을 통해 창출되고, 혁신 역량은 일반적으로 개인

이나 조직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해 제

고된다.8 조직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는 활동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직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기술, 역량, 루틴(routine)에 기반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활용(exploitation)과 조직이 경험하지 않

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지식, 기술, 역량, 영역을 발

굴, 조사하려는 시도인 탐색(exploration)으로 분류

할 수 있다.9  활용은 기존 경쟁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

로 지식들을 정교화, 발전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탐색은 기존에 없던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자원을 획

득하는 효과성을 목표로 한다.10

탐색과 활용의 이론적 프레임을 CVC에 대입하면, 

CVC 조직을 통해 모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거나 신규사업 기

회를 모색하는 등의 탐색 유형의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 역량을 쌓아갈 수 있다. 또한 투자 대

상 스타트업 및 모기업 내 다른 부서들과 협업 과정에

서 쌓아가는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에 영위하

고 있던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CVC 사례

(1) 구글(Google)

구글의 오픈 이노베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CVC 조직은 2009년에 설립된 ‘구글벤처스’이다. 구

글벤처스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략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 최우선의 벤처 투자를 추진한다. 엔터프라이즈, 

생명과학, 소비재, 최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

한 분야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에는 

우버(Uber), 슬랙(Slack), 블루보틀(Blue Bottle) 등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80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

성해 투자 중이며, 포트폴리오 회사는 300개이며 160

개 이상의 기업 M&A에 성공했고 50여개 달하는 기

업에 대해 IPO를 진행했다.12 구글벤처스가 초기 투

자한 공유차량업체 ‘우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Airbnb)’,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 등은 유

니콘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구글벤처스가 설립된 2009년 이전부터 이미 구글

은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투자를 집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 중 가장 파급력이 강했던 케이스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꼽을 수 있다. 구글은 2005

년에 초기 단계의 작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었던 안

드로이드를 인수하여,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

드 OS를 개발한 다음 무료로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삼

성과 LG 등의 한국 기업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을 만들게 되었고, 구글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에

여갈 수도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기

업, 조직이 외부로부터 혁신역량을 획득하거나 기업

의 기술 역량,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고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VC는 앞서 언급한 오

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일환이자 혁신 성장을 창출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R&D분야에 중점을 두

어 왔다.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의 트렌드는 진화하

고 있다. R&D 영역뿐만 아니라 제품기획/개발, 디자

인, 생산, 마케팅, 비즈니스 서비스 등 기업의 가치 창

출(value creation) 전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혁신 역량을 획

득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

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벤처캐피탈의 기능

을 수행하는 CVC를 직간접적으로 설립했고 이를 통

해 스타트업,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 성장 전

략을 도모해왔다.

CVC는 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신생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인

프라를 통해 파트너쉽을 맺은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CVC와 그 모기업은 크게 2가

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체적 기능 측

면에서의 역량이고 두 번째는 보완적 기능 측면에서의 

역량이다. 대체적 역량은 크게 기술개발 및 지식이전, 

신시장 개척 및 확대, 인수합병 대상 탐색 등 세 가지로 

나뉘고, 보완적 역량은 파트너십 강화, 기존 제품 수요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4 참조).11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CVC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

리가 현재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중, CVC 투자를 통해 탄생한 기업은 매우 많다. 다

음 챕터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8 김귀원, “학습,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014
9 March, J. 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1991
10 김도윤, “기업벤처캐피탈의 모험적 투자”, 벤처창업연구, 2021 
11 김주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12 구글벤처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2년 2월 24일)

표4. CVC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유형

대체적 역량

보완적 역량

기술 개발 및 지식 이전 • 공급자 기능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네트워크 강화
• 잠재적인 수요자 위치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수요 확대

기술 및 공급망 관련 파트너쉽 강화

기존 제품 수요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

신시장 개척 및 확대 신제품/서비스 제공 벤처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 단행 및 이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회 창출

인수합병 대상 탐색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경쟁/시장환경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인수합병 타당성 
분석

구분 세부유형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4),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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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서도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personalized TV’이자 쌍방

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유튜브(YouTube)를 2006

년에 인수한 것도 구글의 ‘신의 한수’ 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구글은 유튜브를 16억 달러에 인수했다. 인

수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투자액에 비해 저

조한 실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수익모델이 없

었기 때문이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 구글의 지주회사

인 알파벳의 유튜브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0.8%

를 차지한다. 구글의 핵심 본업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및 

기타 광고의 비중이 50.7%인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머크(Merck)

제약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을 보이는 기업으로 독일의 머크를 꼽을 수 있다. 제약 

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성장이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주된 이유는 신약 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때문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데다가 보통 개발 비용이 1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물질 탐색에

서부터 신약 승인까지 성공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불과 

0.01%일 정도이다.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

도하고 있는 머크는 자사의 임무를 ‘제약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제약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측

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2015

년에 본사 내에 자사 직원은 물론 스타트업, 외부 혁

신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머크 이노베이션 센터(The 

Merck Innovation Center)를 설립했다. 다양한 분

야의 인력, 기술, 기량 등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현재의 

사업 범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을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

업으로 미쓰이화학을 들 수 있다.14

미쓰이화학이 영위하는 전통적인 화학 산업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미쓰이화학은 기초소재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여 

급변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하는 고객중심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기

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내향형 및 외향형) 이노베이

션 체제를 구축했다.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사

의 가치사슬 보유 분야에서 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인 반면,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

션은 자사의 기술과 자원을 스타트업 등 외부기업에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혁

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관 등을 활용하는 내향

형 방식에서 자사 기술을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여 혁

신 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는 외향형 방식으로 

전략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미쓰이화학은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

으로 태양광,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IoT), 헬스케어 등의 신사업을 창출하여 사업 포트폴

리오 다각화를 이룰 수 있었다. 과거 2006년 수익 구

조를 보면 기초소재의 비중이 66%에 달했는데, 2019

년에는 모빌리티(49.1%), 푸드&패키징(22.7%), 헬

스케어(17.3%), 기초소재(10.9%) 순으로 수익구조

가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사의 사업

구조가 고객 중심으로 변화한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자사의 장점인 기술, 네

개발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표이다. 이노베이션 센터

는 머크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이 곳에서는 머크의 

전 세계 임직원이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 등의 혁신 주체들이 참신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여 이를 신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13

머크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스타트업과 머크 모두에게 이익

이 되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연계

하여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존 사업 부문을 

공동 개발하기도 한다. 머크는 지난 2019년 우리나

라에서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을 모집한 바 있는데, 한국 머크의 글렌 영 대표는 당시  

“스타트업은 머크의 풍부한 파트너십 경험을 활용

해 시장에 적용가능한 사업 개발을 앞당기고 머크는 현

재의 사업 활동을 넘는 혁신을 견인하는 새로운 자극제

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머크가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인류가 직

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했다. 이 말을 통해 머크가 추구하는 오픈 이노

베이션의 핵심을 알 수 있다. 

(3) 미쓰이화학(Mitsui Chemical)

일본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자사 중심주의의 

폐쇄적인 경영 방식과 안정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 현

저히 적은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 과거 성공 경험에 안

주하는 경향 등을 이유로 산업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기업이 이러한 특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원동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화되고 있는 일본 기

트워크, 인력 등을 외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협업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신성장 동력을 일

궈낸 사례이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을 위한 해결 과제

앞으로 국내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는 기업

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 

성장기가 끝나면서 몇몇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 경제

를 이끌어 갔던 과거 방식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정

부가 판단하면서 경제 성장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규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의 전

략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행보를 유사하게 따라가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

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데 기

업 내부 역량만을 가지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과 협업하고 더 나

아가 그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혁신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자금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도 단기간에 유니콘 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CVC의 수가 늘어나

고 투자 영역이 다양화되는 것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에게 큰 기회이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 및 CVC의 활

성화가 대기업, 정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모두가 윈

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많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환경이 다

르고 시장 진출 경로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13 Merck Innovation Center 홈페이지, (검색일: 2022년 2월15일) 14 KOTRA , “일본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전략과 성공사례 분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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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예산 관리 또는 재

무적 예산 편성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은 회계

연도에 따라 필요 자원 총액을 추산하는 방식이라면 

스타트업은 펀딩 라운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대부

분은 자원을 적게 배분하다가 제품과 서비스가 검증

되면서 자원이 추가 배분된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봇팅(pivoting)을 유연하게 할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프로

세스는 아니다. 

또한 협업 초기 단계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다.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

에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동안

의 쌓아온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을 회수(exit)하는 경우,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전략

적 투자자(CVC 등)와 금융기관(사모펀드 등)이 인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회

계, 재무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open innovation 

intermediary)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가 대기업과 스타트

업의 혁신 성장, 동반 성장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각 주체별로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정부는 

CVC가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만 탈취하는 형식

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과 규제

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CVC가 대기업의 합법적 ‘갑질’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또한 CVC 및 특정 대기

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본과 인프라만 활용하고 자신들

이 가진 역량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중재자

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프레임워크를 설계

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CVC는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 등이 판이

하게 다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이질성을 줄여 

나가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대

기업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대기업의 

조건 없는 양보도 옳지 못하다.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의 저자 에릭 리스(Eric Ries)가 “대기업을 

스타트업의 큰 버전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

이다”라고 말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5 스타업과 

대기업 및 CVC는 혁신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전략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협업하는 대기업, CVC를 단

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자금을 대는 조직이라고 생각

한다면 이상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의존하고 안주

하여 단물만 빼먹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

이 가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협업 대기업 및 CVC 파트너

에게 혁신적인 성장 방안과 액션 플랜을 끊임없이 제

안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5 Eric Ries , “the Lean Startup”, New York: Crown Busin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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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개념이 대중화되었고 IBM벤처그룹, 인텔캐피탈, 퀄컴벤처

스, 구글벤처스 등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CVC를 통해 혁신을 일궈 왔

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CVC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

다. CV Insights에 따르면,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CVC 투자액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20년 24%로 증가했다. 또한 CVC 투자

집행액은 2014년 179억달러(약 21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731억달러(약 85조원)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에

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CVC는 상대

적으로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의 CVC 

설립과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CVC 투

자 집행액은 2021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향

후 국내 CVC의 투자집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부터 국내 대기업 일반지주회사도 CVC의 제한적 보유를 가능케 하

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서는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

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법개정 이후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한

국의 다양한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산하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CVC 성장, 신규사업 발굴 넘어
스타트업 투자 기회 창출"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CVC관점]

Interviewee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Interviewer  양원석 시니어컨설턴트 (Deloitte Insights 편집국)

CVC는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성

장동력 발굴,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입장에서

는 대기업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성장의 발판을 갖

게 된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CVC의 활성화, 다양화는 대

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탈피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

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들은 CVC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이 대기업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한다는 주장을 내

놓기도 한다.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국내 CVC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롯데벤처스의 배준성 상무와 함께 우리나라 CVC와 벤

처 생태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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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롯데벤처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곳 투자심사역으로서 

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롯데벤처스는 2016년 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롯데그룹의 미래 사업 

발굴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

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롯데 액셀러레이터로 시작하여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스타트업 투

자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21년 5월에 롯

데벤처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CVC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한국IBM, 딜로이트컨설팅 등을 거쳐 롯데그룹 입사 이후 임팩트 투자 

및 소셜벤처 등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롯데벤처스(당시 롯데 액셀러레이터)에서 CVC 업무를 하

게 되었습니다.

Q 전 세계 CVC의 현황, 동향은 어떻습니까? 미국, 유

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공적인 CVC 사례는 무

엇이 있으며, 한국 CVC의 현황과 주요 성공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CVC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

고 봅니다. 기존에 CVC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도 앞다투어 CVC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CVC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구글 같은 경우는 Google 

Ventures, Capital G, Gradient Ventures 3개의 

CVC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백 개의 스타트

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VC 본연의 목적

인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만이 아니라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CVC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GS리테일은 2010

년대 초기부터 자본금으로 많은 스타트업 투자를 해 

왔고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Q 미국이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된 타국 대비 한국 

CVC가 가진 한계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들

이나 테크기업들이 CVC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

규모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군이 많아 아직도 여전히 미국 

대비 CVC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룹(대기업 집단)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적인 역량으로 신사업을 확장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지배적이어서 스타트업과의 협

업이 미국만큼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스타

트업에 대한 투자 및 M&A를 통한 사업 확장보다는 내부

적으로 신사업을 펼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데, 스타트업을 인수할 시, 각종 

업무 전산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점, 기업 내부 인력이 인수 후보 대상 스타트업 인력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점 등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

습니다. R&D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

보가 내부 R&D를 하는 것보다 난이도 측면에서 더 어

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업의 스

타트업 인수 및 지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올해(2022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CVC 

및 관련 생태계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CVC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지만 일

반적인 VC와 비교할 때는 제한된 부분들도 여전히 남

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된 법 개정인 점진

적으로 CVC가 확산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에도 이미 각 대기업들이 자본

금을 활용한 투자나 기존 VC 등에 출자를 통한 간접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CVC를 당장 설립하

려는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

망합니다. 

Q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VC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성장 동력을 이끄는 

조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CVC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인 면에서 동의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것

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대기

업의 직원들은 스타트업 및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존의 VC들은 대기업의 운영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서 잘 모른다는 간극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CVC가 너무 모기업과 전략적으로 잘 정렬(커

플링)되는 것도 향후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문제

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도 CVC의 역할

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업 계열

사들은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 유사한 분야로의 신사업 확장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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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렇다 보니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스타트업 

투자나 인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

국 중용의 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대기업 그룹(집단) 전체로 봤을 때, 대기업 집단 내 

CVC의 영향력과 지위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들이 그룹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

엇입니까?

대기업의 생리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겠지만 최고

위 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CVC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VC의 특성상 수익

을 창출함과 동시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색해야 하

는데, 이 때문에 우수한 심사역의 영입 및 이들에 대

한 연봉/인센티브 책정 문제 등도 당면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자

체 R&D와 비교했을 때 CVC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과

의 협업 및 혁신 프로세스가 가진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업무의 집중도와 자율성 그리고 속도 등 당면한 과

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기존 R&D 조직이 스타트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업 과정에 있어 

기존의 대기업 R&D 조직이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참

여한다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업이 가진 신속

성이라는 장점이 많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단독으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보장하되 초기에 요구 및 달성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 요

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과

제/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업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크게 경영 내용(방향) 측면, 절차 및 형식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 때문

에 문제가 생겼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미팅을 

주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비전, 노하우 

등을 스타트업 측에서 발표했는데 대기업 신사업 전략 

팀의 입장에서는 전혀 혁신적이고 유망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협업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던 사

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기업 특정 계열사와 스타트

업이 매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사업 관련 정보만 가져

가면서 본인들을 이용한 거라는 주장을 하여 관계가 

악화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 대기업 고위 경영진들은 스타트업

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비전, 연구개발 역량이 자신들

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

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며 인적자원의 수준도 그룹

사 내부 인력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공동 협업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

요한데 이 문제는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이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하

고 있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과제에도 지원 예

산을 더 많이 배당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대

기업이 잉여자금이 많아 보이지만 깊게 살펴보면 매우 

한정된 용도의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의 협업에 큰 자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Q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CVC와 협업하는 것을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쟁자인 해당 대기업

에게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는 꼴이 되거나 

지나치게 사업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

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오히려 규

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이런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래에 올수록 많이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

자한 스타트업에도 항상 이런 이슈에 대해 조심하라

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

한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애초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도 사전에 언급을 합

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회의록, 메일 등의 형식으로 커

뮤니케이션 내역들을 항상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과정이 독점적 계약이 아닐 경우에는 스타트업

의 사업의존도를 높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량이 우수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일수록 다양한 대기

업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 대상 기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준을 가

지고 세부적인 평가/분석을 수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

다.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심혈을 

기울여 평가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각 심사역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업자

의 역량, 보유 기술의 차별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 투자 단계는 크게 시리즈 A, 시리즈 B, 시

리즈 C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집

행 시, 각 단계별로 CVC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리즈 A 이전에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주로 보게 

되고 시리즈 B 이후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의 완

결성이라든지 엑시트(exit, 자금회수)의 가능성 등을 

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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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現) 롯데벤처스 

前) 롯데지주

前) 롯데미래전략센터

前) 딜로이트 컨설팅

前) 삼성 SDS

前) 한국 IBM

KAIST 전산학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Q COVID-19를 거치며 ESG경영 및 친환경 기술이 

기업들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최근 롯데케미칼, 롯데

벤처스, 롯데정밀화학이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체분리막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관련 투자 사례 및 성

과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보수적인 화학업계의 변화에 대한 니즈가 쌓이다가 

ESG라는 트렌드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ESG라는 용어가 워낙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지칭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화학업계가 친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

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진

하다 보니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Q COVID-19를 거치며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습

니다. CVC 투자심사역의 시각에서 디지털 전환의 속

도와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롯데벤처스의 투자 성공 사

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미 속도와 방향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AI와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바탕

으로 빠르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롯데벤처스는 2년 전에 베어로보틱스라

는 서비스 로봇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서빙 로봇 회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 5천억원의 회사 가치로 투자를 마무리하

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Q 롯데벤처스가 집행한 투자 중 모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동반 성장의 가치를 창출해낸 가장 성공적인 케

이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반성장의 가장 큰 사례로는 ‘미로(서비스명 ‘라스

트오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제고 관점

에서 마감할인상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미로’에 투

자하였으며 미로는 이를 바탕으로 세븐일레븐을 비롯

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제과 등의 협업을 통해 

매출의 큰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세븐일레

븐의 입장에서도 2년동안 40억원 이상의 마감할인상

품을 판매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절감 및 비용 절감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처음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시작된 한국 스타

트업에도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적

인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롯데는 작년 하반기에 실리콘밸리 소재의 VC인 프

라이머-사제(Primer-Sazze) 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

해 미국 진출 또는 미국에서 창업한 한국인 스타트업

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으며 후속 투자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

습니다.

Q 향후 10년~20년 후의 산업의 변화와 미래상을 예

측했을 때 주목해야 할 기술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

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예, 탄소 포집 기술, 블

록체인 기술, 머신 러닝 기술, AR/VR/메타버스 관련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등)?

많은 분야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굳이 선택하자면 AI 및 머신러닝

인데 이 두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의 기본 기술로 활용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AI와 머신러닝은 

마치 현재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테크 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머신

러닝을 솔루션화 시켜주는 도구인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

장할 것이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합니다. 

Q CVC의 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

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CVC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당면한 과

제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VC 모기업이 어떤 기회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과 신사업을 과거에 추진했는지 등 기업에 

대한 사전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 없이 

미팅을 할 경우 후속 협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어

렵습니다.

Q CVC를 포함하여 한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활성

화, 선진화를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확대가 앞으로도 질적/양적인 성장

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회의 평등성 차

원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유니콘으로의 도약 및 발전이 가능해보이는 스

타트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투자, 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현재까지의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엑시트(exit, 자금회수) 모델이 불투

명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업공개(IPO)가 거의 

유일한 옵션이었고 M&A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었

으나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을 과

감히 인수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고 투자액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PO나 M&A의 활성화 및 다른 

유형의 엑시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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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게 CVC는
투자자이면서 협력 지원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건설·부동산 산업에서도 빅데이터, AI 등 첨단 IT 기

술을 활용하는 ‘프롭테크’(Proptech)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프롭

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부

동산에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인데 최근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

다.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프롭테크 분야 유망 스

타트업인 제너레잇(Zenerate)의 사례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장 경험

을 공유하고 CVC와의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우선 프롭테크 시장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 관해 설

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미국 LA에서 6년 정도 건축 디

자이너로 일했는데요, 그 당시에 디자인 자동화가 업계

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자인 자동

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주력하고 있

었던 고층 주거 빌딩의 디자인 자동화 관련 툴을 만들어

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부동산 개발사들과 얘기할 

때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디자인 대안을 보여줄 수 있

는 디자인 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디자인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

들어서 수익성을 분석해보자는 방향으로 나아가 2017

년 3월부터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건축가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지금의 파트너이자 CTO인 정

가혜 수학 박사를 팀에 영입해서 어느 한 필지에서 나

올 수 있는 디자인 안을 모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 전 연구 초기에 미국 USC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만든 대안들을 거

꾸로 분석해봤더니 알고 있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결

과가 나오더라고요. 세대수를 최대로 했을 때 건물 전체

의 월 수익이 대략 7억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9억 

원이 넘어가는 다른 안이 있었어요. 세대수를 최대로 한 

디자인 안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20세대 정도 줄인 안

이었습니다. 임대료가 각각 다른 13가지 유닛 타입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졌는

데요. 따라서 세대수와 건물에 입주하는 인원수를 최대

로 만든다고 해서 수익이 가장 높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

쳐 2020년에 제너레잇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제너레잇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개발수익을 최소 30억 원, 평균 12% 증가

시키는 기술력입니다. 제너레잇은 부동산 개발 수익

성 극대화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B2B SaaS(Business-to-business Software-as-

a-Service) 방식의 사업 모델이고요. 주된 사업 영역

은 미국의 부동산 개발 시장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미국에서 웹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런칭했고 올해 3월 

중순에 프로덕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잇

은 부동산 개발 인공지능 솔루션인 ‘프롭핏’을 통해 한 

필지에서 가능한 수만 가지의 건축 디자인 안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각 대안의 조건에 맞게 가격을 입힌 다

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고의 안을 추천하는 방식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쓰게 되면 극대화 된 수익 창출안을 몇 

분 안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도상에서 어떤 지역을 검색했을 때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분석해주는 

프롭테크 플랫폼이 다수 출현했는데요. 제너레잇의 첫 

번째 차별점은 생성되는 대안의 개수가 월등하게 차이

가 난다는 점입니다. 소형 건물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타

깃으로 삼는 시장이 개발사들이 짓는 대형 건물이기 때

문인데요. 소형 건물은 그 필지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

의 가치에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디자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스타트업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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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많이 만들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보통 위치도 더 좋고 개발 규모

도 훨씬 크기 때문에, 디자인 안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

와 잘 만들었을 경우 그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너레잇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게 수만 가

지의 안을 만들어 그중 최고의 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별점은 공간에 대한 가격 예측입니다. 이

게 핵심인데요. 보통 업계에서 건축 디자인 안이 나왔

을 때 수익을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어떤 동네의 평당

가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디자인 혹은 평

면이든 평당 1,000만 원을 곱합니다. 면적만 같으면 똑

같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한강뷰의 가치와 일반뷰의 가치가 다르고, 1

층의 가치와 10층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건축 디자이

너들이 가격과 수익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디자인

을 다루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런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

하지 않는데요. 반면 정작 수익을 다루는 부동산 디벨

로퍼들은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시 말해 디자이너들의 계획안에 디벨로퍼들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업계에서는 이 차이

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했고, 인공지능이 없었기 때

문에 해결할 수도 없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큰 부가

가치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 가격을 AI에 학

습시키고 평면의 내부 구성, 조망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입히면 동일한 면적의 디자인 안이

더라도 수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 AI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부동산 회사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1,000여 개에서 수만 가지까지 대안을 제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너레잇은 제공하는 디자인 안을 5

만 가지 이하로 제한하는데요, 그 이상을 만들 수는 있

지만 웹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이하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AVM(Automatic valuation model) 모델이

설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여 최신 AI 기술력을 통

해 페인 포인트를 다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AI 기

술력이 있다고 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영역을 통찰할 수 있는 관점

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 일

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AI를 사용하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사업성 검토를 건축사에 의뢰했을 때 보통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제너레잇 솔루션을 사용하면 실시간

으로 디자인 안을 바로 볼 수도 있고, 많은 디자인 안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제각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

런 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실비 혹은 인력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제너

레잇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월 구독료로 무료부터 최

대 200만 원 정도가 드니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되죠. 

라고,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플랫폼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땅값이나 건물 전

체의 가격을 예측합니다. 건물 안의 공간을 가지고 가

격을 예측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특정 디자인의 공간을 

몇 개 정도 늘렸을 때 수익이 최대가 되는지, 또는 다양

한 상품 공간들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수익이 최대가 

되는지 예측하는 저희의 솔루션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

던 형태입니다. 

Q 개발, 디자인, AI 이 세 분야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존에는 개발사와 디자이너가 독립적

으로 일을 해서 정확한 가격 평가를 내릴 수 없었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개발사와 디자이너가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디자인을 통합적으

로 바라보고 문제 인식을 가지거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Q 개발사와 디자이너가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총

체적인 밸류에이션 모델을 가질 수 있군요. 그런데 디

자인 안이 5만 가지까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세 가지에

서 많게는 열 가지 디자인 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개발

사가 수익성을 분석한 후 최상의 안을 꼽아 이를 발전

시켜서 완성된 설계안을 만들고 시공을 진행하는데요. 

5만 가지까지 필요한 이유는 개발사들이 여러 변수로 

인해 디자인을 항상 수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적

의 안을 추천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해

당 회사에 더 편한 개발 방식 등으로 인해, 저희가 추천

한 최적의 대안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에서 가능한 모든 디자인 대

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고객사에게 스스로 변수를 

인풋으로 넣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Q 제너레잇이 추구하는 기술은 타 AI 기업에 비교했

을 때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제너레잇이 보유한 AI 기술은 자율 주행 정도의 고난

도 AI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인, 부동산, 건

Q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

과 비교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웹 솔루션으로 제공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 운

용 외에는 인력이 들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개발사

에서 한 명이 필요하고, 개발사에서 건축사에 의뢰한다

면 건축사에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추가로 투입됩니

다. 그래서 보통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사업성을 검

토하게 되는 거죠. 제너레잇의 웹 서비스를 이용할 경

우 개발사에서 한 분이 와서 실시간으로 디자인 안을 

받아보거나 최대 두 시간 이내로 소요됩니다. 

Q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동시에 타깃하시는 것 같

은데, 그 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창업하기 전 미국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한국에 

스타트업에 좋은 혜택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용 서비

스형 소프트웨어, 즉 B2B SaaS 시장이 한국에서는 아

직 크지 않기 때문에, B2B SaaS 모델은 미국에서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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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B2B SaaS

를 돈 주고 쓰는 문화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기업들이 이 분야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

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

로, 미국 기업들은 이런 프롭테크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 행정 업무까지 전부 B2B SaaS를 활용합니다. 한국

은 추후 3년에서 5년 후에 이런 문화를 받아들일 것으

로 예상됩니다. 

Q 미국의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제너레잇은 어느 정도

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요. 저

희 분야를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플랫폼 혹은 솔루션

이라고 정의하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선두 주자라

고 할 수 있는 회사에는 노르웨이의 스페이스메이커

(Spacemaker), 호주의 아키스타(Archistar), 구글 

알파벳 컴퍼니의 자회사인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라는 세 개의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

나 제너레잇과 같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경쟁력은 없

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경쟁해야 

할 회사에는 더 작은 규모인 테스트핏(TestFit)과 딥블

록스(Deepblocks)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강

점이 크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미국에

서 경쟁하는 것이 수월한 상황입니다. 

Q 대기업이 부동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

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금도 여유

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없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국 한 사람이 통찰하고 관리해

야 한다고 봅니다. 각 분야의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

고 이것을 어떻게 기술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은 많지만, 대기업에서는 개개인의 업무와 분야가 나

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분

야의 문제를 연결해서 기술을 활용해 페인 포인트를 해

결하려면 첫 번째로는 산업적인 통찰력, 그리고 두 번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인데 벤처 캐피탈도 

좋지만 CVC 투자를 받으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익하

고 협력 기회가 생기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CVC에서 투자 받기로 했죠. 

Q CVC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 외에도 네트워크를 넓

힐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용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저희를 소개하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추천하는 회사니까 무조건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회사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그러면 반대로 CVC가 투자할 때 원하는 보상은 무

엇일까요? 

CVC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의 기대가 가장 크고

요. 두 번째가 협력이라고 봅니다. 당사가 보유하지 않

은 새로운 기술인데 그 기술이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위해 컨택 포인트를 만들

어 놓는 것 같아요. 

Q CVC에서 투자 받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CVC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저희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

나 여러 대기업과 컨택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일

반적인 대기업의 특성상 절차가 유연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입니다. CVC는 모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느리거나 유동

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다보니 행정 

관련 문서를 다루는 방식이나 기준도 확고하고요. 대기

업의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계약 조건도 협의의 여지가 

적고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죠. 

또한 저희 경험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지만, 잠재적

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무진을 통해 일하게 되면 중간

째로는 사업가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

는데요. 이러한 인재가 대기업의 어떤 한 부서에서 정

해진 역할과 책임(R&R) 하에 제한된 영역의 일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사업 모델로 확장될 수 있

는지 판단하기 위해 여기저기 두드리고 다니면서 자

기 분야 외의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일반 대기업에 있

는 직원 한 명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IT 대기업이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떡하

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대기업이 가진 이러한 근

본적인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개척하고 혁신을 추

구하는 일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전문적으로 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활동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산업 통찰력

과 사업가적 역량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달려드는 일에

는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Q 한국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관심을 가지던가요? 

처음 한국에서 시작한 것은 투자 유치였습니다. 초

기 투자 유치를 할 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회

사들을 만날 수 있기도 했고 많은 회사에서 유리한 조

건으로 수월하게 투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

과 컨택했는데요, 처음 투자받았던 곳 중 두 곳은 일반

적인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Bluepoint Partners)와 크립톤(Krypton)이었고 다

른 한 곳은 플랜에이치벤처스(Plan.H Venture)라고 

호반건설 산하에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이었습니다. 

Q CVC와 VC로부터 거의 동시에 투자를 받으셨는데

요. CVC에서도 투자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잇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

는다는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

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에는 실

무진 본인이 하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갈 때까지 넘어야 하는 결재자

가 많은 경우, 아무리 회사에 이득이 되는 좋은 솔루션

이라고 해도 제휴 관계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그래서 해당 회사 내 유력 인사 혹은 기업의 대표를 

직접 통해서 실행됐을 때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이 높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건설 산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

은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 대단한 전문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있지만 컴퓨터가 훨

씬 더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영역은 

기술이 잠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AI 같은 첨단 기술

을 받아들이려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분야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에 느리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빠르게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CVC는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아이템을 매일같이 찾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CVC를 보유한 회사는 새로운 기술

에 열려 있는 편이에요. 자체적으로 CVC에 상응하는 

기능이 없는 회사는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CVC나 액셀러레이

터를 통해 모회사 최고경영진까지 설득하고 투자가 관

철되는 데까지는 난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Q CVC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CVC가 적극적으로 모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해주고, 

업계 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의 측면에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CVC는 기본적으로 모기업과의 협력

을 지원해주지만, 현업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진행이 더

디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상황을 관리해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

다고 생각하고요, 모기업과의 협력 외에도 업계 내 다

른 협력사들과의 네트워킹에 도움을 주신다면 스타트

업의 입장에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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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딜로이트 토마츠 벤처 서포트’(Deloitte 

Tohmatsu Venture Support, DTVS)가 있다. DTVS는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정부 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DTVS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인 기무

라 마사유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정부 기관 사이에서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DTVS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

해 일본의 CVC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

고 있는지, 여기에서 DTVS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Q 먼저 DTVS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며, DTVS의 차별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TVS는 딜로이트 재팬의 자회사로, 2010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DTVS는 스타트업 지원에서부터 출발했

습니다. 2012년까지는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

략 수립 지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2012년 즈음에 

일본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하기 시작했는데, 저

희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해줄 수 있는 좋은 위치

에 있었습니다. 

저는 DTVS에 두 가지 차별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입니다. 

DTVS는 사업 기회 창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액셀러

레이터나 벤처 캐피털과는 전혀 다르죠. 협업 전략 수

립에서부터 대기업-스타트업 매칭, 협업 사업 계획 및 

세부 사항 수립, 신규 사업 구축을 위한 고객 개발 등의 

구현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

기 위한 네 가지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번째 차별점은 포지셔닝입니다. DTVS는 신사업 

창출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만 중립적인 제3자 입장을 

지키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

해 약자의 입장인데, 일부 대기업이 종종 스타트업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서로 윈윈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협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서

로 윈-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DTVS에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나

요?

일본의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의 연결과 협업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 현재 DTVS

의 핵심 가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만 해도 DTVS

의 주된 역할은 매칭이었지만, 이제는 사업 창출에 중

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창출을 위해 저희는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

다. 전략 컨설팅과 유사하지만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대기업의 핵심 자산을 파악하는데요. 그들의 비즈

니스 요소를 명확히 하고 나서 어떤 자산이 필요한지, 

기업 외부로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핵심이 될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듭니다. 그 

후에 저희가 스타트업을 스카우트합니다. 때때로 인수

합병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칭과 스카우트가 

용이해지면서 기업의 핵심이 될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거쳐 계획을 세운 대기

업과 제휴를 맺어 서로 윈윈하는 것은 스타트업에게도 

매력적인 일입니다. 

"스타트업 매칭을 넘어
대기업과 협업, 사업 창출이 핵심가치"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조력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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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TVS가 CVC와 스타트업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칭 후 DTVS의 역할은 무

엇인가요? 

매칭이나 투자 이후에는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PMI(post-merger integration, 인수 합병 후 통합 

과정)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Q 하나의 패키지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고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CVC는 스타트업 발굴

만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어떤 CVC는 POC를 지원하

거나 실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신사업

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Q DTVS는 POC와 계획 수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맡

고 있나요? 

POC를 계획하고 이행합니다. POC 계획 수립 서비

스를 제공할 때 가장 먼저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 목적

에 따라 기술, 사업 수익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

용자 경험(UI/UX), 이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하고 테스

트합니다. 그리고 POC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

히 정의합니다. 

Q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스타트업 발굴과 POC 중 무

엇이 더 수요가 많나요? 

둘 다 수요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많은 일본 기업

이 스타트업들을 스카우트하고자 CVC를 설립했지만 

대규모 사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은 CVC를 설립

한 후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

고 하는 상황입니다. 

Q 센터 역할,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할 때 주로 어떤 문

제에 직면하게 되나요? 

앞서 언급한 대로 DTVS는 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Q 스타트업은 대부분 자금력이 부족한데요, DTVS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금 조달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스타트업을 위해 에쿼티 스토리

(equity story) 구축 등 자금 조달 지원 및 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했습니다. 

Q 많은 CVC들이 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스

타트업들과 협력하려고 할까요? 

요즘 대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

기업들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산업에 진출

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에 익숙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대기업들은 그들의 사업을 차별화

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Q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혁신과 협력 측면에서 어디

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협력

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확장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TVS는 오픈 이노베이

션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 기획, 매칭, 사

업 평가, 사업 론칭, 사업 이행 등을 망라하여 기업이 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도 지사를 두고 계시는데요, 각 지사의 역할

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마다 클라이언트

의 요구 사항에도 차이가 있나요? 

도쿄와 싱가포르, 이스라엘, 실리콘밸리에 4개의 오

피스가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고객의 상당수

가 글로벌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일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저희 지사가 하는 일은 일본 기업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스타트업이 가진 역량

과 저희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가끔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서 스타트업에 POC를 무료로 진행해 달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난해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의 입지가 약한데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협업의 가치

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하지만 DTVS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이 

대기업인데 스타트업의 입장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

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에

게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명성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타트

업과의 원활한 협업 방법, 스타트업과의 협업의 중요

성, 원활한 신규 사업 시작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

련의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세미나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적인 장기 목표와 미래 비전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기업이 스타

트업을 흡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미래 경영 계획을 

공통적인 방향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큰 목표 지향적 전

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 연결할 현지 스타트업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밸리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저희 오피스의 주된 역할도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

하는 스타트업이나 일본 대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하

는 스타트업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술은 

디지털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링 영역에 있어 특장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그러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사이버 보안이나, AI, 핀테크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

본 대기업들이 특정 기술을 찾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스

타트업들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우트 후에는 현지에서 신제품과 사업을 개

발하고 싶은 이들에게 사업 실행 지원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Q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발굴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에 손을 뻗으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해 CVC에 조언 부탁드립

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

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며 야심찬 사업 아이디어

가 창출될 수 있는 큰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큰 성공으로 이끄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과 방법론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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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

배구조)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나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등 좁게는 기업이 속한 

사회, 넓게는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비슷한 개념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

근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내·외 ESG 관련 규제 강화는 물론, 금

융계의 ESG 기반 투자 확대 및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 증가, 

기업 책임경영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 등 기업의 다양한 대내·

외 이해관계자 압력이 강해지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ESG 경영 전략으로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의 화두, ESG 경영

백인규  l  Deloitte Korea ESG 센터장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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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경영 활동상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과거 유관 개념들과 크게 두 가

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기

업의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장기간 추구되어왔던 ‘주

주 자본주의’가 기업이 속한 사회의 전 구성원을 포괄

적으로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로 변모

하였다.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의 ‘기업 목적 성명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2019)’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의 ‘2020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이 

명시하고 있듯 기업은 이제 주주 외에도 정부와 투자

자, 소비자, 임직원 및 협력사, 지역사회 등 사업과 관

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경영 전반에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ESG 요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내재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핵심 사업영역과 분리된 일회성 자선 및 기부에 그쳤

던 것과 달리 ESG 경영은 구체적인 관련 성과를 바탕

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ESG 경영의 핵심은 기업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

한 이해관계자 입장과 ESG 요소를 통합,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

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기업보다 한발 앞서 각 기업의 

목적과 사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ESG 경영 전략을 적

용하여 △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형’ 기업으로, △ 전통적 

경계를 초월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호 활동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넓혀가는 ‘생태계 집중형’ 기업으로, △ 공동 혁

신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을 꾀하는 ‘협업형’ 기업

으로 점차 반경을 넓히며 진화해 가고 있다.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센터

출처: Modern Company Management in Mechanical 
Engineering (Klaus Schwab, 1971)

출처: The Era of Open Innovation (Henry W. Chesbrough,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03)

기업 이해관계자 구도

폐쇄형 혁신 구조 개방형 혁신 구조ESG 경영 구도

ESG 경영과 오픈 이노베이션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 

vation)’은 기업의 외연 확대에 적합한 전략 중

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념의 창시자로 자

주 인용되는 미국 버클리대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독

립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개발, 상업화하는 폐

쇄형 혁신 구조(the closed innovation model)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속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구

(the open innovation model)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기밀 유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면, 기술 발달에 따른 급격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점차 

기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262곳(52%)이 스타트업과 다

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

술 자문과 사업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공동 협업공간 

등의 무상 제공 외에도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 발굴과 기업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활동이 포함된

다. 업종 특성상 제약과 전자통신, 금융 산업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개방형 혁신에 

다소 뒤처졌던 국내 기업도 ESG 경영 도입에 따라 미

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재편과 혁신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외부 자원 조달이 필요하게 되면

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및 시사점”, 2019; Arnaud Bonzom &Serguei 
 Netessin, “How do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Deal with the Startup Revolution?,” 2016 

기업

주주

경제

임직원 협력사

소비자

투자자

국가/사회

ESG
경영

사업 활동

ESG 
요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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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황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

하여 ESG 경영 도입 초기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

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오픈 이노베

이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75건의 기사를 선별했으

며, 이를 산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유형에 따라 분

류한 후 심층 분석하였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유형의 

경우, 체스브로 교수의 분류체계 와 글로벌 기업의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다섯 가지 유형(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3개 국내 기업·기관의 81건의 활동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대비 국내 활동 기업 수는 상대적

으로 적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

다. 먼저 개별 산업 기준으로 투자 대상 발굴과 투자자 

간 연계가 중요한 금융 산업과 신약 개발을 위한 R&D

가 필수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현황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일 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 조성 수요가 높은 협회 등의 기타 부

문과 그룹 전사를 책임지는 그룹사의 활동 비중도 상당

했다. 활동 유형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전방위적 혁

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형 협업을 추구하는 플랫

폼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51%)을 차지했고, 오픈 이노

베이션의 시초이자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는 R&D가 

25%의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역량강화는 플

랫폼 내에서 부가적인 활동으로 포함되어 추진되는 특

성상 협력사의 역량강화만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량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활동 비중 順).

플랫폼

플랫폼은 전체 63개 분석 대상 중 41곳이 추진 중이었다. 개별 활동에 주력하기보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핵

심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존 활동 유형

이 보다 다각화되는 특성을 띠었다. 석유화학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군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

하기 위한 플랫폼의 목적을 살려 공동 R&D부터 자금 지원, 상업화와 판로 개척, 역량강화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one-stop) 형태로 협업 중이었다. 협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속한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플랫폼이라도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 사업의 가치와 기회 창출에 집중하는 반면, 공공기관 및 협회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

보다 산업 내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다.

2 자금 지원(Funding Innovation), 기술 협력(Generating Innovation), 사업 협력(Commercializing Innovation)

국내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현황

활동건수

활동건수

플랫폼 추진 현황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조사·분석 방법론

STEP 1 2020.01.01-2021.06.30 기간 동안의 '오픈 이노베이션 키워드 기사 검색(네이버 뉴스)

STEP 2

STEP 4

검색된 81건의 기사에 대해 연관성 검토 후 최종 75건의 기사 선별

산업 및 활동 유형별 기업·기관의 추진 현황 심층 분석(필요 시 웹사이트 등 공개자료 추가 검토)

STEP 3 산업 및 활동 유형별 기사 분류 → 총 63개 기업·기관, 81건 활동 추출

'플랫폼' 활동 관련 상세 분석을 위한 세분류 → 41개 기업·기관, 129건 활동

*산업: 건설/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
물류,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기타(협회 등), 그룹사

*활동 유형: 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 역량강화, 플랫폼

*플랫폼: R&D, 사업 협력, 자금 지원(직접 투자, 투자 유치), 역량강화, 네트워크(전시회 개최),  해외판

로 개척, 기타 네트워킹)

※ 활동 건수의 경우, 기업·기관에서 다수의 활동 내역이 있어도 동일 유형에 해당 시 중복 없이 1건

으로 산정

※ 플랫폼 세부 활동 129건은 전체 활동 81건 중 플랫폼 활동에 해당하는 41건을 세분류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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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보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추진 주체(기업·기관)와 협업 수요 기업(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산학연구기관, 투자기관(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은행 등) 및 자문사(회계/법무/세무법인 등) 등이 

참여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도 자문사의 하나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금융

오토앤

KB국민카드

자동차 O2O 플랫폼(’20):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스타트업 멘토링 및 
대기업 연계, 판로 지원

퓨처나인(FUTURE9)(’17~, 매년): 트렌드·휴먼테크·라이프스타일 분야 
신사업·기술 개발 협력, 전용펀드 투자,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네트워크 연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N15파트너스

C랩 아웃사이드: 사업 협력 지원, 자금 지원(1억원), 투자자·기업관계자 대상 데모
데이 개최,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전시(CES, MWC, IFA 등) 참가 지원

디노랩(’16 출범, ’20~ 매년): 전자상거래·핀테크·ESG 등의 분야에서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및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세무·마케팅 역량강화

-

-

ESG 코리아 2021 얼라이언스 결성(’21):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업 연계 
정보 및 ESG 경험 공유, 대외 인지도 향상 지원

NH디지털Challenge+(’19~, 5기 개최 중):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제휴, 부트캠프·데모데이·인베스터데이 개최, 전문가 1:1 멘토링,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SAP,
소풍벤처스, HGI 등

-

5G 이노베이션 랩(’19~, 상시): 보유 중인 5G 핵심기술(AR, VR, AI, 
빅데이터 등) 공유,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IBK 1st lab(퍼스트랩)(’19 출범, ’21 2기 선정): 금융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R&D, 사업 협력

-

-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20~): 협업 제품·서비스 출시, 우수기업 개발지원금 지원, 
사업모델·제품개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드림플러스 63핀테크센터(’16 출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18 출범),
2020 Hanwha DREAMPLUS x SCCEI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20):
헬스케어·핀테크 분야 사업 협력, 직접 투자, 국내·외 VC 네트워크 연계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신용보증기금 등

전기차 & 배터리 챌린지(’20): 전기차·배터리 기술 보유 유망 스타트업 전략 투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19 출범): 글로벌 신약 기술 도입 및 R&D

현대/기아자동차

-

프론티어 랩스(’21~): Taste & Wellness·뉴노멀·지속가능성 분야 사업 
협력, 스파크랩 초기 투자, 역량강화 멘토링 

스타트업 얼라이언스(’14~): ESG·인공지능 분야 포함 국내·외 스타트업 
네트워킹,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19, ’20):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기업의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노브랜치(’20~ 출범): 국내·외 기업 간 양방향 협력 연계 온라인 플랫폼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이 기술 이전 받고, 기술 개선·신기술 개발 추진

코트라X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20): 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 후 상용
화 계획 수립,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

코스닥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이(’20): 신사업 창출 및 디지털 
혁신 협력을 위한 코스닥기업-스타트업 간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21): 교육·생활·문화 분야에서 스타트업-
대기업 간 기술 협업, 사업 발굴, 전문가 멘토링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20):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동 연구개발 및 생
산,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스타일 분야 대기업-유망기업 간 협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21): 인공지능 분야 사업 협력, 
외부 투자 유치, 해외 네트워크 구축

2021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20~, 매년):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 등
12개 혁신 성장 분야에서 기업 간 수요기술 협업 매칭, R&D 지원(2억원) 등

스파크랩

-

BAT 오픈 이노베이션 해커톤(’21): 설비 예지보전·물류 모니터링·ESG 경영분야
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협력, 데모데이 개최, 전문가 멘토링

넥스트챌린지 액셀러레이터(’20~, 년 2회): 넥스트챌린지 협력 파트너-이수그룹 
간 사업화 연계, 투자 유치(최대 1억원), 각 분야 전문가 상시 멘토링 

N15파트너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그룹(3기)

-

-

-

-

교원그룹

-

KT, 한국과학기술원,
우리은행 등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등

-

56개 제약사

롯데마트 리테일 테크 & 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20): 리테일 테크·서비스 분야 
사업 제휴, 롯데엑셀러레이터 연계 통한 투자 검토 및 멘토링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엑셀러레이터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20): 물류분야 테스트베드 제공, 투자유치 
연계 지원, 국내 진출 희망 해외기업과의 협업 지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 서울,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20~, 년1~2회)
: 신한그룹 계열사와 협업, 온라인 IR데이, 협업전략 수립·사업 고도화 지원 코치 
배정, 사업 강의 제공, 참여·수요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지원

-

KB이노베이션허브(’15 출범), KB스타터스(’17~, 매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 
추진,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 투·융자/법률/회계/특허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방안 모색 등

-

프리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21~, 1기): 핀테크 분야 사업 협력 및 
VC 네트워크를 이용한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이노스테이지(’19~, 매년): Wealthcare·Lifecare·Future tech 분야 협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개발비 지원(1천만원), 크립톤 직접 투자, 우수팀 후속 투자 
검토(최대 10억원) 등

크립톤

넥스트 푸디콘(’20~, 매년): 가정간편식·스낵·의료식단·지속가능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 GS R&D 인프라 활용, 유통협업 기회 제공, 사업지원금(최대 2천
만원), MD·투자자 대상 피칭, 사업계획·마케팅·브랜딩 관련 12주 멘토링

GS홈쇼핑, wecook

SKC 스타트업 플러스(’18~, 매년): 신소재 분야 유무형 인프라 지원, 
선정기업 대상 기술 매칭·후속 사업 제공, 사업화 지원금, 회계·법률 자문 및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사업화·R&D·경영 관련 역량개발 컨설팅 등

디헬스커버리(’20~, 상시): Wellness·디지털 헬스케어·의료 혁신 분야의 
사업 협력, 시드 투자(1억원 이상) 및 후속 투자 유치 연계, 세무·회계·법무·특허 
교육, 헬스케어 분야 네트워킹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등

-

전기 전자

석유화학

바이오/
헬스케어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LG화학

LG화학

ICT

SKT

NH농협은행

LG 유플러스

IBK기업은행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비재

기타

유통/물류

금융

LG 디스플레이

한화생명

CJ 제일제당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코트라

코스닥협회

경기혁신센터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한국
디자인진흥원

AI원팀

서울산업진흥원

롯데마트

신한금융그룹

교보생명

SKC

보령제약

BAT 코리아

넥스트챌린지
아시아 벤처스

(주)한진

KB금융그룹

GS리테일

DB손해보험

산업·기업별 플랫폼 추진 현황

산업

산업

기업

기업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협력 기관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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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GS그룹
더 GS 챌린지(’21~): 바이오 분야 R&D 인프라 제공, 전략적 협업 및 투자,
바이오 전문그룹 전담 멘토링, GS·블루포인트 네트워크 공유 

블루포인트

LG 사이언스 파크(’18~): R&D 시설 제공, LG계열사 사업 연계, 5G·ESG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투자, 경영 전반 컨설팅

LG 커넥트(’20~, 매년): 스타트업 교류 및 공동 R&D, 개발 지원(6천만원), 크라우
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 및 국제 홍보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21): 지속가능성·모빌리티·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LG계열사와 협업, 투자 검토·사업화 지원금 제공, LG CONNECT 2021 참여 

-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무역협회 등

제로원엑셀러레이터(’00~): 모빌리티·물류·친환경기술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
동 수행 및 협업 연계, 단계별 투자 기회 제공(제로원펀드), 데모데이 개최

2020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20): 차량편의성·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외부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고객 수요 기술을 상품화하는 플랫폼

기타, R&D를 위한 HMGIC (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re) 건
설(’22 완공) 및 산업은행과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21)

-

제로원(국내),
현대 크래들(해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ecook

-

DT Square, DT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18~, 매년): 공동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현대중공업의 기술 멘토링

-

오벤터스(’19~, 년 1~2회): Food Tech·물류·엔터테인먼트 분야의 R&D, 
사업 연계, 사업 지원(1천만원), 데모데이 피칭, 협업과제에 대한 코칭

-

엘캠프(L-CAMP)(’16~, 년 1~2회): 유통·서비스·관광·건설 등의 분야에서 R&D,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법률·회계·세무 자문, 역량강화, 해외판로 개척 지원(※스타
트업 육성·투자법인, ‘롯데벤처스’를 설립하여 운영)

미래식단: The food changers(’21~): 미래식단·의료식단·대체 식자재·
패키징 등 푸드·푸드테크 분야 R&D, 롯데식품계열사와 제품 출시 협력, 
투자금(최대 1억원) 지원, 롯데벤처스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 지원 등

-

LG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CJ그룹

롯데그룹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R&D

R&D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금융과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신약 연구개발의 

중요도가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활발한 경향을 띠었다. 신약 출시 경쟁의 심화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주요 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R&D의 협력 범위는 현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및 미래 기회 확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제품 개

발까지 확대 적용되어 ESG 경영 도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 간 일방향 협력에서 더 나아가 기

업과 업종의 벽을 허무는 기술 이전과 해외 수출 등 양방향 기술 협력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건설/기계 호반건설 ㈜씨브이티 지분 일부 인수(’20) ㈜씨브이티(CVT),
플랜에이치벤처스

전기차 에코시스템·디지털헬스케어·데이터 분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투자 펀
드 조성(1천억원)

이스라엘 차량 보안 전문업체 업스트림 지분 투자(’20)

원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오일엑스 투자(약 12억원)

항암·항바이러스 백신 분야 공모전 최우수기업 지원(1억원)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법인, ‘GS퓨처스’ 설립, 유망 스타트업 투자

스위스 바이오 스타트업 헤모튠 지분 투자(’20)

‘LG테크놀로지벤처스’ 설립,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투자

-

벤처 캐피탈 ‘KD 인베스트먼트’ 설립, 유망 스타트업 지분 투자

벤처 캐피탈 이후인베스트먼트 지분 100% 인수, 유망 스타트업 투자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미세조류 고농도 배양기술 보유) 지분 투자(30억원) 

체내 적용이 가능한 신규 지질(Novel Lipid) 디자인·합성 분야 공모전
최우수기업 연구비 지원(1년간 1~5억원)

유망 벤처기업에 혁신제품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판매로 주식 취득

미래에셋그룹

업스트림

오일엑스

-

-

헤모튠

-

-

-

이후인베스트먼트

파이코일
바이오텍코리아

-

-

전기 전자

ICT

석유 화학

바이오/
헬스케어

그룹사

LG전자

현대오토에버

GS칼텍스

에스티팜

GS그룹

GC

LG그룹

녹십자엠에스

광동제약

비보존

신신제약

목암
생명과학연구소

제넥신

산업·기업별 R&D 추진 현황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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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사업협력

사업 협력은 플랫폼의 원스톱 협업 형태로 통합 추진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을 차지한다. 추진 중인 사례 대부분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과 시장성이 확보된 기업 간 

협력이며, 개별 핵심 기술 또는 제품·서비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 협력의 형태는 원자재 공급·생산,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신규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등으로 다양했다.

국내 기업을 위한 제언

ESG 경영 패러다임 하에서 ESG 경영을 위한 전략 중

의 하나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국내 추진 현황을 살펴보

았다. 업종 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별 기업·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도

입하여 추진 중이었으며, 특히 바이오/헬스케어와 금융 

산업, 협회와 그룹사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바이오/헬스

케어 산업이 신약 개발을 위한 R&D와 자금 지원에 주력

하는 반면, 금융 산업과 협회, 그룹사의 경우 다수의 이해

관계자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을 집중적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하여 연관 기사 및 

관련 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새롭

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므로 분석 기간을 과거로 확장해 

ESG 경영 도입 시점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보다 명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된 최근 시점의 스냅숏을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는 충분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실제 다수

의 분석 대상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동기와 

목적으로 ESG를 언급하고, 활동 영역에서도 ESG 요소

를 반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ESG 경영 확산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도입과 활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군별 

모수의 차이로 인한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어느 산

업에서 어떠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지만 참고하

여도 관련 전략 설계에 작게나마 유용한 가이드의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의 핵심이 곧 긍정적 외연 확대

이고, 따라서 기업이 속한 생태계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일 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

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앞서 나간 기업들의 해답지를 참

고하여 기업 각자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까

운 미래에 성공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 무기 하

나를 마련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양자 또는 다자의 참여자 

간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계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

해 개방형 혁신을 표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과정

에 있어 분명 매력적인 경영 전략이 될 것이다.

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 차량 호출 업체 리프트에 전기차 200대 공급, 사용된 차량에서 얻는 
데이터는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 

리프트(Lyft)

한화종합화학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CSV 활동 일환으로 함안군의 수박 판매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자성나노입자를 활용한 혈액정화기술의 아시아 지역 판매 담당, 생산 협력

원자재 생산을 위한 연간 500톤 이상 규모의 식물성 미세조류 DHA 생산
설비 구축  

체내 적용이 가능한 신규 지질(Novel Lipid) 디자인·합성 관련 사업 협력 
모델 창출

• 전기차 임대 및 금융 지원 등 신규 사업 모델 기반 시범사업 운영 예정
•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신사업 협력

한화종합화학

농협, 함안군

-

파이코일
바이오텍코리아

-

그랩
한화큐셀

석유 화학

유통/물류

바이오/
헬스케어

그룹사

롯데케미칼

㈜한진

GC
녹십자엠에스

신신제약

목암
생명과학연구소

현대차 그룹

산업·기업별 사업 협력 추진 현황

산업 기업 활동 내역 협력 기관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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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산업 현황

딜로이트가 수행한 2022년 소비재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비재 기업들의 최우선 목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출 

증대로 나타났다.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소비재 

기업들은 영업이익 증가를 전망했다. 하지만 2022년에 기업들

이 직면할 어려움들도 존재한다. 우선 공급망 문제가 빠른 속도

로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번째로 노동력 부

족 현상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들

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비자, 협력 유통

사, 직원 등 소비재 기업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관점에

서 볼 때 소비재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

드는 ‘신뢰(trust)’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하라

소비재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Barb Renner 외 3인  l  Deloitte Global

01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120 121

Deloitte Insights

산업별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그림 1

소비재 기업들이 언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가?

브랜드가 개방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못할 때

브랜드가 ESG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브랜드가 ‘그린워싱(greenwashing)’ 활동을 할 때

노동력 부족으로 제품 품질이 저하될 때

상품 가격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준으로 인상될 때

최종 소비자 배송이 지연될 때

선호되는 유통 채널에서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올 때

브랜드가 고객과 개인화된 밀접한 관계 형성을 못할 때

선호되는 상품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할 때 

출처: 2022 딜로이트 소비재 산업 전망 설문조사

90%

84%

82%

79%

76%

59%

55%

51%

48%

신뢰 회복을 위한 2022년 필수 과제

소비재 기업에게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2022년 주요 소비재 기업은 아래 3가지 방법

을 통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실행할 전망이다.

신뢰와 투명성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투명성이 결

여된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딜

로이트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재 기업 60%가 소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한 중간 정도의 혹은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 중

이라고 답했다(그림2 참조).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태도

나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인프라 

구축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데, 공급

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데이터

를 기업 내·외부의 시스템과 연결,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미가공(raw)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소비자 및 이

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급망 문제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재료 확보, 국가 간 운송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공급망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된 

계획을 수립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료의 원산

지 데이터, 작업 조건 등을 파악 및 공유하면 안전성이 향

상되고 기업들은 건강 문제를 비롯한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신뢰할 만한 투명성 시스템은 소비재 기

업들이 2022년에 가장 중요한 혁신 분야로 꼽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소비재 기업의 신뢰 이슈

신뢰는 사람, 조직 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이며 높은 자신감과 좋은 의도를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쌓여간

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재 기업들이 직면한 신뢰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 재고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통 기업 및 소비재 제조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노동력 부족은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까지 낮출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와

의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노동자들의 퇴사 및 입사 제안 거

부를 막을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재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의도와 동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채널 구매 시 배송 지연, 그린워싱(greenwashing, 친환경 이미지 위장)에 대한 비난, 고객 관계 형성

(personal engagement)의 잠재적 부족, 기업에 대한 일반적 신뢰 상실 등은 소비재 기업들이 신뢰 회복에 집중하게 만

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1 참조).

투명성 제고 디지털 참여 확대 일의 미래에 대한 투자

투명성 제고01

그림 2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투자 규모

자사 제품 공급망에 대한 상세 데이터 수집

ESG 공시 확대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 수준 제고

제품 라벨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QR코드 링크 활용 등)

협력사들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 증대

상당 규모 투자

보통 규모 투자

최소 투자

투자하지 않음

출처: 2022 딜로이트 소비재 산업 전망 설문조사

1%12%42%45%

2%13%41%45%

1%10%57%32%

32%39%29%

3%2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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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공급망 관련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
소비재 기업들의 디지털 참여 관련 투자 유형

고객 경험 개인화 확대 

생산자-소비자 직접 채널 구축 혹은 확대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역량 증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강화

                       재택 근무 인프라 확대 

출처: 2022 딜로이트 소비재 산업 전망 설문조사

출처: 2022 딜로이트 소비재 산업 전망 설문조사

1%10%26%63%

1%11%31%57%

12%34%54%

15%45%40%

6%31%44%19%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소비재 기업의 절반이 고객에 대

한 개인화된 관계 형성 부족이 신뢰를 잃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처한 상

황이 극명하게 양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개인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예를 들어, 일부 소비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반면 다른 소비자들은 오히려 개선

되었다. 인플레이션 이슈도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90% 이상이 2022

년에도 비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소비

자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서로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 방식을 통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다. 옴니채널

을 통한 고객 관계 형성 및 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진 것

이다(그림4 참조).

디지털 참여 확대02

상당 규모 투자

보통 규모 투자

최소 투자

투자하지 않음

기타/모르겠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내 장비 부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가동에 필요한 인력 부족

특정 국가, 시장 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국가 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 적시 확보

8%

8%

6%

15% 

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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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발적 퇴사가 지속되는 원인

출처: 2022 딜로이트 소비재 산업 전망 설문조사 (비 관리직 인력에 한정)

노동력 부족 사태가 지속되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품질이 저하되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

게 된다. 절반 이상의 소비재 기업에서 자발적 퇴사자

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에 걸쳐 노동력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비

율이 58%에 달했다. 자발적 퇴사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COVID-19를 겪으며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근

본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5 참조). 기술과 달라진 인재 풀이 일, 직장 및 

인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소비재 기업들

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 채용 및 교육에 투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

양성, 공정성, 포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재 기업들은 상기 3가지 주요 과제(투명성 제고, 

디지털 참여 확대, 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수행함으로

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를 위해서는 10년 안에 소비재 산업의 큰 변화를 일으킬 

5가지 아이디어를 유념해야 한다. 

1)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등장은 디지털 세계

에 관련된 상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소

비재 기업들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만 바라볼 것이 아

니라 디지털 상품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구매 자동화(automated buying): 많은 소비자들

은 자주 구매하는 상품의 구매 과정에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 인공지능(AI) 쇼핑 에이전트 및 자동 재

고 보충 시스템이 현재는 완벽하지 않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구매 자동화 기술이 더 발전할 시 

소비재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게 되면서 유통사

의 중간 유통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고 반대로 유통사가 최종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

로 최적화된 구매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영향력이 더 커

질 가능성도 있다. 

3)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앰비언

트 컴퓨팅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 생활 곳곳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각종 센서, 

카메라, 초고속 연결망, 스크린, 프로젝터, 스피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분석되기 때문이다. 소비재 

기업들은 10년 안에 대 고객 마케팅을 완전 디지털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엣지 제조(edge manufacturing): 공급망의 단축, 

3D 프린터와 같은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맞춤화 

된 제품 생산, 소비자들의 생산 과정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비재 기업들에게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는 사업 모델은 미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고객 

맞춤화 생산 인터페이스 구축이 브랜드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5) 포스트 소비(post consumption): 일부 소비자들

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한 구매의사결정

을 할 것이다. 이들은 이전보다 덜 소비하고 더 바람직한 

소비를 하고자 한다. 가장 원하는 상품이 아니어도 지속

가능성에 보다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재사용하

는 트렌드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

성 확보를 위한 규제(예: 일회용 포장재 사용 감축 또는 

금지 등) 또한 소비의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일의 미래에 대한 투자03

모르겠음

기타

내부적 요인
회사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

산업적 요인
특정 산업이 전반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유망해 보이지 않음 등 

외부적 요인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전반적으로 재평가되는 현상 등

2%

13%

15% 

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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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 2022년 전망

딜로이트는 유통 기업 경영진 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유통 

산업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대

다수의 응답자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안정세 및 증가를 예측

했다(그림1 참조). 2022년에 소비자들은 작년보다 집을 벗어난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

었던 소비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소

비 경험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ESG 이

니셔티브를 추구하는 유통 기업을 지지할 것이다. 

팬데믹이 만들어낸
대대적 옴니채널 혁신

유통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Rob Sides, Lupine Skelly  l  Deloitt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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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유통 기업이 직면한 기회 요인에는 호의적

인 소비자 행동, 인플레이션을 활용한 마진 증대, 주기적

인 가격 프로모션 집행 등이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소비자

들의 양분화, 노동력 부족, 공급망 붕괴에 따른 성장 잠재

력 저하, 적시 배송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든 유통 기

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이슈는 디지털 역량 및 공급망에 

대한 투자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었다. 설문조사에 응

답한 50개 기업을 3가지 기준(연 매출 성장률, 디지털 채

널을 활용한 매출 비율, 2022년 자사 사업 전략에 대한 자

신감)을 가지고 리더 그룹(상위 25%), 중간 그룹, 팔로워 

그룹(하위 25%)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각 이슈에 대한 투

자 계획과 전략 수립 여부를 도식화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림2 참조).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 모두 디지털 역량 확대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차이점은 리더 그룹

은 경쟁우위 전략을 확립한 후 중,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

여 이 전략을 실행하려 하는 반면 팔로워 그룹은 확립된 전

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2022년 유통 기업 경영진 전망

출처: 딜로이트 2022 유통 산업 전망 설문조사

그림 2

2022년 이슈별 투자 계획 및 경쟁 전략 확립 여부

팔로워 그룹

리더 그룹

출처: 딜로이트 2022 유통 산업 전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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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문제에 대한 재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통 기업 경영진 중 70%가 노동

력 부족 사태로 인해 유통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83%는 신규 직원 고용과 이탈 방지를 위

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 답했다. 고용주 입장에

서 어려운 점은 아무리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고 해도 노

동 유연성에 기반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1 ’가 활

성화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유통 기업들의 74%는 2022년에 매장에

서 고객을 대면하는 직무에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했으며, 56%는 물류센터 직원의 부족을 예상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유통 기업들은 기술과 자동화를 활용하여 

물리적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투자를 모색 

중이며 리더 그룹의 절반 이상(팔로워 그룹의 31%)은 5

년 안에 무인 매장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의 부족도 유통 기업이 해결

해야할 과제이다. 유통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T와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다. 특히 유통 산업은 IT 빅테크 기업과 같이 타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디지털 인력 확보를 놓고 경쟁해야만 하

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유통 기업은 팬데믹 

이후 직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

성을 갖춘 업무 환경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유통 기

업이 직원, 공급자, 고객 등과 함께 소통하며 브랜드를 발

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공급망 회복력

팬데믹으로 붕괴된 공급망은 전 세계적인 상품의 제조 

및 유통 문제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유통 기업의 80%는 

소비자들이 2022년에 유통 브랜드보다 재고 가용성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

양화된 유통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큐레이션(수

집,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 중고 상품을 재판매 하고 집 앞으로 자신이 원

하는 상품이 배송되기까지의 과정과 각종 조건들을 스스

로 세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통 기

업은 이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리더 그룹에 속하는 유통 기

업들은 유통 과정의 ‘자동화’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리

더 그룹의 50%는 유통·물류센터 자동화를 가장 중요하

게 여긴 반면, 팔로워 그룹은 11%만이 동의했다. 리더 

그룹은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것

으로 파악되었다. 유통 과정별 공급망 기술 관련 투자 의

사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3 참조). 

공급망 문제가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유통 기업에게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반 유통 기업들이 상품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수직계열화 된 구조를 갖춘 거대 

유통 그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

가 중요하다. 유통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든 정보를 이전보다 더 개방적으로, 완전하게 공유함으

로써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거대 유통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일반 유통 기

업들은 신규 협력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면 쇼

핑센터 등 부동산을 제공하는 기업과 유통 기업이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완벽한 쇼핑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다.

1 긱 이코노미란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다.

그림 3

그림 4

공급망 기술 관련 투자 및 업그레이드 의사

5년 후 유통 산업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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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2022 유통 산업 전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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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

2022년에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소비 관련 경험과 실

제 세계의 경험을 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통 기업은 e-커머스에 대한 현

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었다. 가상 업무 공간, 온라인 비대

면 수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비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이 필수화 되었다. 쇼핑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다. 소비자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옴니채널을 통한 소비 생활을 더 편리하다고 느낀다. 향

대 및 온라인 고객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유통 기업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야 한다. 향후 5년 안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통 기업들이 디지

털 세계에서 가상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

로 실행해야 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옴니채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

하다. 팬데믹을 통해 전통적인 점포(가게)의 기능과 역할

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통 기업이 기존의 대

면 채널에서 활용하던 유통 채널 관련 기술로는 미래 소

비자 및 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옴니채

후 5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산업의 미래상은 아래

와 같다(그림4 참조). 흥미로운 점은 일부 미래상에 대한 

전망이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 간 다르다는 것이다. 음

성인식 커머스에 대해 리더 그룹은 50% 이상이 긍정적

으로 답했고 팔로워 그룹은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에 대하여 리더 그룹은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팔로워 그룹에서는 38%가 긍정

적이라고 답했다.

유통 기업 경영진 응답자의 70%는 급변하는 변화상

에 발맞춰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중간 규모 혹은 대규모

의 투자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점유율 확

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미진한 기업은 운영 리스크

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데이터 보안도 큰 이

슈가 되고 있다. 유통 산업이 디지털화 되고 무인 점포 및 

드론 배송이 확대됨에 따라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접점이 더 많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 산업의 대대적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유통채널의 디지털화, 옴니채

널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애널리틱스 

분야 투자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의 쇼핑 니즈를 충족

시키고 데이터 보안 역량을 증대시켜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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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r World in Data, “Statistics and Research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accessed 29 October, 2021
2 OECD, “Building confidence crucial amid an uncertain 
 economic recovery,” accessed September 2021

COVID-19 백신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이 세계 

전체 인구의 50%에 이르고 있다.1 이에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직장 복귀’(return-to-office hybrid) 계획을 최종 조

율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세계 GDP도 완전

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2, 긍정적인 세계 경제 회복 신호에 

힘입어 세계 원유 수요는 이미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고유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미래

석유·가스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Amy Chronis, Kate Hardin  l  Deloitte Global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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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2개월간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유가

기존의 상식을 깨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고유가

COVID-19 영향으로 유가가 2020년 4월 마이너스 가

격으로 추락하였던 적도 있었지만 이후 상승하여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역자 주: 최근 국제유가는 지

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 차질 등으로 배럴 당 100달러

를 돌파하였음)5.  불확실성으로 배럴 당 40~60달러 수

준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박스권을 벗어난 것은 석유 및 

가스 기업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가스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기보다는 자본지출을 늘리며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존 통념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석유 및 가스 산업 임원들 중 

76%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형성된 유가는 단기간

에 자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거나 보완할 것이라

고 답하였다. 

현재의 고유가 추세는 다음 두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왔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첫째, 최근 

석유·가스 기업들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자본 

지출을 더욱 통제하고 있다. 시추 후 미완성(drilled but 

uncompleted, DUC) 셰일 유정 수 감소(2020년 1월

~2021년 9월 사이 37% 감소), 생산량 정체(2021년 추

정치 2%~3% 증가), 부채 감소(2021년 추정치 4%~5% 

감소) 등은 석유·가스 기업들이 유가의 상승·하락 주기

를 단순히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암시하고 있다.6  

둘째, 고유가는 석유·가스 기업들이 그들의 넷제로 선언

(net-zero commitment)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을 지

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더욱 사업위험

성이 높고 많은 비용이 드는 CCUS 등의 그린에너지 솔

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 인수합병(M&A)      

M&A 거래에서 ESG의 영향력 증대

유가는 2021년 초를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세

는 원유 수요 회복과 OPEC 원유 생산국들의 제한된 공

급(capped supply)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7  유

가가 높아질수록 활발해지던 업스트림 M&A 거래는 여

전히 COVID-19 이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언급

된 석유·가스 기업들의 자본절제(capital discipline)가 

M&A 거래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주된 이유로 분

석되지만, 매도기업(seller) 및 매도기업 자산의 탄소 프

로필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수기

업(buyer)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M&A 실사(due diligence)에서 ESG의 역할은 강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표준화된 공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과 ESG 위

험 및 기회를 M&A 실사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링 경험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석유 및 가스 산업 임원들 중 3분의 2는 기업 가치에 영

향을 미치는 ESG 공시 표준의 통일성 및 명료성이 갖춰

져야 향후 M&A 과정에서의 ESG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

라고 답하였다.8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영상학(satellite 

imaging), 블록체인, IoT,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 첨단 디

지털 기술이 증명 및 감사 가능한 ESG 정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Cushing, OK WTI Spot Prices FOB,“ accessed September 2021. 
6 EIA,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October 2021; Rystad Energy, “Upstream UCube database”; S&P Capital IQ, “Industry 
 Financials,” accessed September 2021.
7 EIA, “Cushing, OK WTI Spot Prices FOB,” accessed September 2021
8 Deloitte analysis.

석유·가스 기업들은 지난 한 해 동안 COVID-19 팬데믹 여파속에서 내부적인 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본 절제(capital discipline)를 강조(2021년 세계 업스트림 자본적지출(CAPEX)은 4% 증

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3 

기업의 자본건전성 강조(2021년 기업부채 4% 감소)4 

유럽 석유·가스 기업들을 따라 점차 많은 북미 석유·가스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결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원유 가격을 단순히 관리하는 과거의 대

응 방식은 더 이상 기업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12~18개월 동안 석유·가스 기업 전략가들은 다음

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 포트폴리오를 간소화 및 최적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스마트 목표를 개발 및 도입

경색된 노동 시장에서 인력을 유치·훈련·유지

추가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건을 수립

3 Rystad Energy, “Upstream UCube database,” accessed September 2021
4 S&P Capital IQ, “Industry Financials,” accessed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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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재 시장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유지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일자리

와 차별화된 근로 조건

2020년 유가 추락으로 미국 석유·가스 산업 역사상 가

장 빠른 속도의 대규모 해고(전체 107,000명)가 발생했

다.14 이후 유가는 약 2배가량 올랐지만, 해고된 일자리는 

절반 정도만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근로자를 주

기적으로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석유·가스 기업의 관행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 기업이라는 평판에 악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종신직 인력 구조(평

균 연령 44세)도 신규 인력의 고용 여력을 줄이고 있고, 세

계적인 넷제로 전환 추세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부과

되어 가는 환경 관련 의무도 인력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있다. 

진보적인 기업 전략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석유·가스 기

업이라 할지라도 경색된(tight) 노동 시장에서 차별화된 모

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수 인재에 대한 경쟁

은 건설업이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에서도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가스 산업에서는 어떻게 

인재를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지 고

민이 필요하다.

탈탄소화에 대한 약속이 최고의 채용 공고가 될 수 있겠

으나, 75% 이상의 업계 임원 응답자는 원격, 하이브리드 

및 국경을 초월한 팀 구축 등이 가능한 유연하고 민첩한 

인력 구조가 현재의 경색된 노동 시장에서 인재를 유치

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16 또한 매력적인 

임금 정책과 흥미로운 업무 이상의 가치에 대해 재고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업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보험 및 복지 혜택 제공

•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개발 (예: BP는 직위 및 사

업 부문과 관계없이 전 세계 직원에게 주식을 제

공)17 

• 민첩한 인력 구조를 구축하여 각 프로젝트에 필요

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매칭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

존 인력의 재교육 및 업무능력 강화 교육을 제공하

여 기술 격차(skills gap) 완화

14 Deloitte, “The future of work in oil, gas and chemicals,” October 2020.
1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dustries at a Glance,” accessed September 2021.
16 Deloitte analysis.
17 bp, Annual Report 2020, March 2021.

3. 유전 개발 부문(Oilfield service)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유전 개발 부문은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최적화해왔다. 전

통적으로 업스트림 사업주기에 의존하고 있는 유전 개발 

부문은 에너지 전환이 점차 가속화하면서 영구적인 구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 감

소한 유전 개발 부문의 자본지출은 2025년까지도 2019

년보다 25%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9 이에 

따라 많은 유전 개발 부문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탈탄소 의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

전개발 기업들은 자사 사업 모델을 재설계하여 기존의  

“유전” 개발 서비스를 탈피하고 다른 산업군에 진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핵심 산업에서 벗

어나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예를 들면, 한 유전 개발 기

업은 사업을 재편하여 클라우드 및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10  또한 핼

리버튼(Halliburton)과 베이커 휴즈(Baker Hughes)

는 각각 핼리버튼 연구소 및 베이커 휴즈 에너지 혁신센

터를 통해 스타트업 및 학술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

양한 에너지 및 산업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서두르

고 있다.11

다만 디지털화가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기여는 하되 한

계가 있을 것이며, 결국 유전 개발 부문 자체가 보다 효율적

이며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업스트림 탈탄소화를 

위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독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저탄소기반 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유전 개발 기업 미래 전략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4. 연료 소매유통 (fuel retailing) 

연료 자체보다 편의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고객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도입 또한 빨라지

고 있다.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신규차량판

매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2 차량 전기화에 따

른 연료 소매 시장의 혼란과 별개로 기존의 경유 및 휘발

유도 수소 및 재생가능 연료 같은 저탄소 연료와 경쟁해

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베이비부머(baby boomer)에

서 밀레니얼로의 세대 전환이 연료 선호도를 변화시키

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브랜드와 가격을 중시하였

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편의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전환과 세대 전환이 함께 일어나면서 연료 소매 

기업들은 연료 믹스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고

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운영 형태를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

록 유통 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이다. 석유 및 가스 산업 임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3분의 2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참여 및 고객 

경험을 동반한 대체 연료 공급이 연료 소매 사업 혁신의 

필수 요건이라고 대답하였다.13  심지어 연료 소매점 운영

도 편의점, 식료품점, 약국 및 온라인 구매 상품의 픽업 장

소 같은 비연료 부문에 맞춰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9 Rystad Energy, “Upstream UCube database.”
10  Schlumberger, “JP Morgan 2020 Energy, Power, and Renewables Conference,” June 2020; Schlumberger, “Le Peuch 
 Speaks at Cowen 2020 Energy Conference,” December 2020.
11 Oklahoma State University, “Oklahoma State University Forms Technology Collaboration with Baker Hughes,” July 2020; 
 Halliburton, “Halliburton Labs Selects Four Companies for Clean Energy Accelerator,” July 2021.
12 The White House, “President Biden Announces Steps to Drive American Leadership Forward on Clean Cars and Trucks,” 
 August 2021.
13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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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erican Chemistry Council ,  “Mid-Year Outlook: U.S. 
 Chemical Industry Rebounds as Global Recovery Continues,” 
 accessed June 24, 2021;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accessed September 
 8, 2021.

화학 산업은 건설, 의료 및 안전 분야와 같은 주요 최종 소비 시

장(end market)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1년 초를 기점으로 매

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 산업의 회복은 경기 반등의 영

향을 받는데, 미국 GDP는 2020년 -3.5% 성장률로 역성장한 이

후 2021년 추정치로는 6.0~6.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역자 

주: IMF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며 2022년에는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2년 세계 경제는 

4.4%, 한국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1 

포스트 팬데믹 시대,
혁신이 중요하다

화학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David Yankovitz 외 2인  l  Deloitte Global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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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에 미국 화학산업은 극단적인 기후현

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겪었으며, 미국 멕시코만

(Gulf Coast) 주변의 화학 생산설비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가 점차 해결

되고, 가동이 중단되었던 생산설비가 다시 복구되었으

며,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

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일부 범용화학제품(commodity 

chemical) 판매량은 이미 2021년 3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2  

2022년은 화학 산업이 COVID-19 팬데믹 여파를 극

복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

용화학제품(commodity chemical) 및 특수화학제품

(specialty chemical) 분야의 강력한 수요 증가로 2022

년 동안 화학 제품 가격대가 지지될 전망이다. 또한 화

학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 역량 강화와 더불어 유

기(organic) 및 비유기(inorganic) 화학 제품 시장에서

의 최종 수요처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화학 산업 전반에

서 자본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년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비용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

최종 소비 시장의 성장 

원가 상승세 속에서 최종 소비 시장의 수요 반등을 공략

 

경제가 재개되고 COVID-19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2022년 미국 화학산업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 시장을 살펴보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5.5%, 4.3%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4 미국 화학제품생산량(US chemical volume)은 2021년에 1.5%, 2022년에 3% 증가가 예상되며, 화학제품 

운송량(shipment)은 2020년에 13.5% 감소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5

건설(construction)

건설 산업의 성장은 화학 제품 판매를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

하는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이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투자하는 수단으로 주택을 선

택하며 미국에서는 2021년 신규 주택 착공이 160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

년에도 계속되어 신규 주택 착공이 150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6  높아진 건설 수요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메탄올(methanol)과 같은 화학제품 수요를 증가시

킬 전망이다.

자동차(automotive)

자동차 산업의 반등 역시 화학 제품 판매를 견인하는 주요 성장 요인이다. 자동차 판매량은 자동

차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7 자동차 업계의 반등은 2022년 화성제품(Base chemical)

과 퍼포먼스 플라스틱(performance plastic)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의료 및 안전(health and safety)

COVID-19의 위협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강력한 회복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위협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강하게 반

등한 후 2021년 9월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74달러에 이르고 있다(역자 주: 2022년 3월 말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최근 딜로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화학 업계 응답자 중 60%가 이러한 원가 변동성이 2022

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답하였다.

상되며 이로 인해 이윤이 감소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COVID-19로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 증

가 효과가 사라지며 2022년 말에는 이익률이 더 낮게 형

성될 수 있다. 

한편 화학 산업 주요 경영진은 2022년에 직원들을 다

시 직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비록 화학 업계가 재빠

르게 COVID-19 관련 의무 안전 기준을 구축하였지만 

기업들은 변화된 노동 시장 환경에 더욱 적응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필요한 숙련 기술의 변화로 화학 산업에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3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대부분의 화학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탈탄소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많은 화학 기업

들이 R&D 투자를 늘릴 전망이며, 탈탄소화 및 재활용

(recycling) 기술을 활용하여 화학 공정이나 고객사로부

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것으

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더 많은 화학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감소와 폐기물 수익화에 관한 목표를 세울 것으

로 보인다. 

2 Deloitt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DuPont de Nemours, Inc., Q2 2021 Earnings Call, 2021, p.6.; Eastman Chemical 
 Co, Q2 2021 Earnings Call, 2021, p.3; Dow Chemical Company, Q2 2021 Earnings Call, 2021, p.3; and LyondellBasell, Q2 
 2021 Earnings Release, 2021, p.1.
3 Deloitte, The future of work in chemicals.
4 Deloitt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American Chemistry Council, “Mid-Year Outlook.”
5 Ibid
6 Ibid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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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수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환

 

화학 기업들은 2020년과 2021년의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2022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바이러스는 지난 10년

간 이미 시장의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학 산업에 또 다른 변

동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화학 기업 자산 포트폴

리오의 회복력(resilience)을 시험하며 플라스틱과 특수화학제품 등

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했다. 화학 업계 지출의 변화에는 상품 가격 변

동성도 일부 반영되지만 미국 멕시코만 주변에서의 석유화학 생산 역

량 확장 및 아시아 지역 화학 업계 생산 설비 증설 등 보다 장기적인 추

세에 의해 움직인다. 2022년에도 여전히 가격과 수요 변동성이 있을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화학 산업

은 이에 적응해야 한다. 

화학 회사들은 달라진 전략적 선택지와 규모, 제품 범위, 성장 기회 

등 중요 요소들의 상충 관계를 조정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과 재무 성과 개선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을 평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포트

폴리오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노력을 촉구하는 기후 변화

2022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증가와 규제 변화, 

기술 혁신 등으로 화학 산업이 탈탄소화 전략에 더욱 첨

예하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 산업은 탈탄소화, 

재활용, 자원 회수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화학 산업은 유럽 연합 그린 딜의 

일환으로 COP21 기후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였다.8  특히, 화학 기업들은 탄

소 포획 및 활용(CCU)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기업들은 수증기분해 전기

화(steam cracker electrification), 첨단화학 재활용, 

그린 수소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화학 산업 응답자 중 

90%가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2년에 화학 

제품 생산 공정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것

이라고 답하였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존하는 화학 산업에

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화학 제품 

생산에서의 탈탄소화 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화학 제품이 다양한 산업군의 가

치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 산업을 탈

탄소화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은 단순히 화학 산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는 일반 대중

이 화학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을 받

고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서 기존

의 플라스틱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여부

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나 덜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인 대체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가 높은 기회에 투자: 기업은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기회에 투자해야 한다. 즉, 중요한 수

요처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술 및 시장 노하우가 규모의 경제와 결

합되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제품군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 소비자 선호도 예측: 기술이 진보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화학 기업들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등 새로운 기회

들을 상업화하면서 기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방안을 찾

아야 한다. 

• 비 핵심 자산 처분: 2022년에 일부 화학 회사들은 보다 미래 지향

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확충을 위해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

한 투자를 줄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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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적 사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중심적 

사고를 내재화

고객의 기대와 행동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화했으

며 COVID-19 여파로 그 정도가 더욱 커졌다. 오늘날 화

학 기업은 고객 충성도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상호작용

에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고객 중심적 사고가 화학 비즈니스의 가

치 사슬에 있는 모든 연결 고리에 어느 정도까지 내재되

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산업이 브랜드 개편과 전략 변경을 거듭하

며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중심적 사고는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화학 기

업은 광범위한 시장 동향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

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동 트렌드 센싱 및 소셜 

미디어 스캐닝을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참여 도구를 통

해 실시간 피드백을 확보하는 이러한 고객 중심 혁신

은 R&D의 범위, 규모 및 수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학 기업이 고객 중심적 사고를 비즈니스

에 내재화할 때는 다음의 5가지 영역을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한다. 

고객 이해하기

고객 경험 설계

프론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량 및 권한 강화

지원 부서에도 고객 중심적 사고 내재화

고객 피드백을 활용한 즉각적 개선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 또는 초과 충족하여 고객 만족도, 충성도 및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 상호

작용을 설계 및 대응

인재 역량(talent enablement)

로봇이 인간의 단순 작업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계(기술)를 페어링

디지털 자산 활용(asset reliability and performance)

IoT 및 원격 모니터링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 의존도 강화 

원재료 시스템 혁신(material system innovation)

디지털 전환을 활용하여 R&D 활동 강화 

생태계 내 협업(ecosystem collaboration)

다양한 주체(기업, 대학, 국가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 효용 

증가에 기여

첨단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화학 기업들은 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

는 효율적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전환 가속화

화학 산업은 첨단 데이터 애널리틱스 및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 최근

의 디지털 도구와 기술은 기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

이고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이며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화학 기업들이 첨단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회사 내부에 국한한 채 구축하여 결과적

으로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

재하였다. 그러나 점차 많은 화학 기업들이 디지털 전

환을 통해 더 많은, 더 나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며 문

화, 사람, 기업 구조 및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2년에 첨단 데이터 애널리틱스 및 디

지털 기술이 아래 5가지 부문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

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8 European Commission, “Climate Action: 2050 long-term strategy,” June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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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chelle Meisels, 2021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outlook, Deloitte, 2021
2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Value Added by Industry,” Q1  
 2021, accessed September 13, 2021.

2020년 경기침체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지만 그 여

파는 경제 전반을 비롯하여 건설 산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딜로이

트는 ‘2021년 건설 산업 전망’에서 높은 건설 수주와 더불어 건설 

기업들의 대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동 

산업군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1 실제로 건설 산업

은 2020년 3분기에 이미 COVID-19 팬데믹 이전의 GDP 규모를 

뛰어넘었고, 이후 매 분기마다 미국 경제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2

건설의 미래를 좌우할
트렌드 톺아보기

건설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Michelle Meisels 외 2인  l  Deloitt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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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의 2021년 매출 증가율은 약 6.9%로 예측

되며, 2022년에는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주택 건설 부문의 호황에 비해 

비주택 건설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 주택 건설 부문은 사

상 최고치의 신규주택착공(housing starts)과 건설 허

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비주택건설부문은 

2019년 수준 대비 투자가 급격하게 줄며 2021년 대부

분의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자재 및 설비 비용 

증가와 공급망 차질이 건설사업의 이윤 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데이터 및 차세대 디지털 분석 기술을 

업무에 통합시키고 엔드투엔드 커넥티드(end-to-end 

connected) 건설 사업 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건설 

산업에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건설 산업에 있어서 2022년은 매우 흥미진진한 한 해

가 될 것이다. 앞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할 5가지 트렌드

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산업 성장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에도 건설 산업 성장세를 유지시

키는 요인

건설 산업은 COVID-19 대유행에 잘 대응하였으며 이

는 강력한 회복세로 이어졌다. 총 건설 투자는 2021년 7

월에 1조 5,7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2019

2. 수익성 및 실적

공급망 차질이 사업 기간과 이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2020년 하반기 동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글

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2021년에 전 세계 생

산이 재개되고 공급이 정상화되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부

족이 지속되며 목재, 페인트, 코팅, 알루미늄, 철강, 시멘

트 등의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차질은 건설 산업에 두 가지 문제를 일

으킨다. 첫번째 문제는 자재 부족이다. 미국 건설업협

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CG)가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건설 기업 중 75%는 자

재 조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재가 부족해지면서 

건설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8 두번째 

문제는 빠르게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이다. 2021년 첫 7

개월 동안 핵심 건설 자재 원가는 매월 수십 퍼센트씩 상

승하였다.9 예를 들면 2021년 8월에 조사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철강의 경우 120%, 구리 

및 황동의 경우 45%, 플라스틱 건설 자재의 경우 30%, 

목재 및 합판의 경우 15.9%가 상승하였다.10 공급망 차

질과 시장 변동성은 2022년에도 주요 불확실성의 하나

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주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년 평균 총 건설 투자보다 12%가 높은 사상 최대의 수

치였다.3  최근 딜로이트의 조사에 응답한 건설 산업 관

계자 중 91%가 향후 건설업의 미래를 비교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기업신뢰도(business 

confidence)를 견인하는 배경에는 주택 건설 부문에 

대한 강한 성장 전망과 더불어, 비주택 건설 부문에서

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따른 1조 달러 규

모의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

이 자리한다.

주택건설부문과 비주택건설부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COVID-19 델타 변이 확산에

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은 강세를 이어갔다. 주택 건설 부

문은 2021년 7월에 7,7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27% 높은 수준이며 팬

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도 30%가 높다.4  반대로 2021

년 비주거 부문 투자 증가율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5  

교육, 사무용 오피스, 교통, 의료 및 상업 시설에서의 투

자는 2021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6 2021년 7월 비주택 부문의 전체 투자 규모는 

팬데믹 이전(2020년 2월)보다 11%가 낮게 나타났다.7  

이러한 비주택 건설 부문의 약한 성장세로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추가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의 ‘인

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통과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한 것으

로 보인다.

3. 커넥티드 건설(connected construction)

커넥티드 건설을 통한 건설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건설업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엔지니어링 회사, 하청업

체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이 커넥티드 건설 기술의 장

점을 인식하고 도입시키면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산, 인력, 프로세스 및 

작업 현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더욱 스마트한 

업무, 다운타임(downtime) 감소, 자산 활용률 및 효율

성 최적화, 운영에 대한 가시성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커넥티드 건설 기술에는 건설 정보 모델

링(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BIM), 디지

털 공급망,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예방적 유지보수

(predictive maintenance), 조립식(prefabrication)•

모듈러(modular) 건설, 자산추적(asset tracking), 자

율비행드론(autonomous drone) 등이 있다. 

커넥티드 건설의 핵심은 신기술이며, 새로운 기능을 

실현시키는 데이터 및 고급 애널리틱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커맨드 센터나 컨트롤 타

워를 구축하여 프로젝트들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건설 산업이 커넥티드 건설로 전환할 경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애널리틱스 및 사용자 기반 인사이

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3 US Census Bureau, “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at a Glance,” July 2021, accessed September 13, 2021
4 Ibid
5 Michelle Meisels, 2021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outlook, Deloitte, 2021
6 US Census Bureau, “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at a Glance,” July 2021, accessed September 13, 2021
7 Ibid

8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2021 Workforce Survey Analysis, accessed September 13, 2021; Larry 
 Stewart, “Cause of More Construction Job Losses in August More Serious than COVID-19 Delta?” For Construction Pros, 
 September 3, 2021, accessed September 13, 2021
9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Prices For Key Construction Materials Continue To Increase In August 
 While Contractors Struggle To Get Those Products Delivered On Time,” September 10, 2021.
10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Percentage Change in Producer Price Indexes (PPIs) and Employment Cost 
 Indexes (ECIs) for Construction, 2016-2021, accessed September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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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합병(M&A)

M&A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역량 구축

2020년 동안 대부분의 건설 기업은 사업 위험을 회

피하고 유동성 유지를 위한 현금 보유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2021년에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나타났는데, 

2021년 9월까지 미국 건설 업계의 거래금액은 2020년 

전체 거래금액 대비 152%가 높았으며11 2021년 8월까

지의 M&A 거래 금액은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12 이러

한 M&A 거래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2021년 총 M&A 

5. 인력 수급 문제

노동 지형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지속

COVID-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대부분의 건설 기

업들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

에 대해 매우 고민하고 있다.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COVID-19 관련 의무 안전 기준을 재빠르게 도입하였 

음에도 여전히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 

년 8월 기준으로 건설업과 인력 경쟁을 펼치는 운송업, 

창고관리업 등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이탈을 거의 회

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설 업계는 여전히 이탈한 인

력의 20%를 더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다.14 현 상황은 

2022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부족 문

제가 위기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딜로이트가 건

설 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2%

거래 금액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설 기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역량 구축을 가속

화하기 위해서 기술 및 통신 기업에 대한 M&A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과 2021년 8월 사이 미국의 건

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제조,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그리고 영화 분야 등에서 약 27개의 기업을 인수

하였다.13 2022년에도 건설 기업들이 사업을 연결 및 통

합하고 자동화하는 디지털 역량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응답자가 작업 현장에서 심각한 노동력 및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인력 수급 문제가 이어질 경

우 건설 사업 지연 및 취소, 건설 사업 축소 등 시장의 건

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혁신을 달성하기가 어

려워질 수 있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것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

의 한 부분이다. 건설 업계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개발

자 등의 인재를 찾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 기

업과 매우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을 해야 한다. 2022년

에 들어서며 기존의 인재 전략을 새로운 노동 지형 변화

에 적응시키는 한편, 새로운 인재 관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11 Michelle Meisels, “The fu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Preparing for fundamental shifts in connected construction,” 
 Deloitte, 2021.
12 Deloitt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omson SDC Platinum.
13 Ibid
1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dustries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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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다려온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가 드디어 시작된 것일

까? 역사에 길이 남을 글로벌 팬데믹, 의학의 기하급수적 발전, 디

지털 기술·데이터 액세스·애널리틱스의 폭발적 증가, 정보로 무장

한 영향력 있는 소비자, 질병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웰빙 중심으로

의 변화 등 여러 트렌드가 대격변을 일으키면서 헬스케어 산업의 

의학, 재무 및 경영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다려온 의료의
미래가 시작된다
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Stephanie Allen  l  Deloitte Global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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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헬스케

어 업계는 계속해서 COVID-19에 주목하며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 전 세계 COVID-19 확진자 수는 2021년 12월 14

일 기준 약 2억 7천 9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

는 531만 명이 넘었다(역자 주: 2022년 3월 3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4억 8천 2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 수는 600만 명을 돌파하였음).1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인종과 소수 민족, 소외 계층이 

COVID-19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과 보건 정책에 따른 건

강 상태 변화(health outcome)에 관한 난제가 주

목받고 있다.2 

•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다수의 국가가 팬데믹을 억

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 COVID-19 백신을 단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으며,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5% 이하에 불과

하다.4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과 접

종 예약 절차, 교통편, 편리한 시간대 등 접근성 문

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5 

• 세계 인구의 상호 연결성을 인지한 세계보건기구

(WHO)와 기타 구호단체들은 세계 20대 경제대

국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12개월 안에 빈국에 

COVID-19 백신, 검사 키트, 치료약을 보급할 수 있

운 인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 임상 혁신 등이 있다.9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가 재택 근무, 원격 진료, 의료

용품·직원·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점철된 공급망 등 낯선 

상황을 겪게 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새로운 과제에 부

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동 산업은 또한 인력이 겪는 

경험을 개선하고 업무의 대상, 방법, 장소를 재편하고 있

으며, COVID-19 환자와 이외의 환자 모두를 위해 가상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절실하게 필요한 

백신, 치료, 의료 용품을 생산하고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10 

사방에서 밀려들어오는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제는 많은 국가가 COVID-19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11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전문

가들은 심각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COVID-19가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COVID-19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12

2022년에 헬스케어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풍토병화

(endemic, 엔데믹)된 COVID-19의 확진자 수와 사망

률, 기타 전염성 질환의 지속되는 증감에 대해 기민하고 

민첩하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팬데믹이 남기는 유산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

업이 직면하고 있는 6가지 시급한 이슈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오래된 도전 과제와 기회에 착수하고 이를 가속

화하는 시기적절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그림1). 본 

2022년 전망 보고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 상태를 검

토하고 6가지 이슈를 탐색하고 있다. 

도록 234억 달러 규모의 계획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

을 호소했다.6 

• 헬스케어 산업 종사자들은 COVID-19에 대응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감정적, 육체적, 직업적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선 의료 종

사자의 55%가 번아웃을 보고했으며, 이 중 가장 젊

은 직원들이 가장 높은 비율(69%)을 차지하고 있다. 

• 팬데믹은 또한 COVID-19 이외의 의료에 대한 접근

성과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켰다. 환자들은 급성 질환

의 응급 치료, 정기 검진, 권고된 암 검진 등 다양한 의

료 서비스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조기 치료의 

부재, 만성 질환 관리 부족, 진료받지 못한 질환 등으

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상의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7 

COVID-19의 영향력은 파괴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헬스케어 산업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색다른 변화를 불

러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왔다. 딜로이트는 ‘의료

의 미래™’(Future of Health™)를 발간하며 2040년의 

산업 생태계와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

를 예측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에 

시동을 걸고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는 점은 예측

하지 못했다.8

COVID-19는 헬스케어 산업 내 기존 트렌드는 물론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는 소비자 선호와 행동의 변화, 생명 과학 산업과 헬스케

어 산업의 통합,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의료 기술, 새로

그림 1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6대 이슈

9 Digital transformation in healthcare | Deloitte Insights.
10 Deloitt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crisis for the health care ecosystem," 2020
11 Global COVID-19 cases hit 250 million, eastern Europe infections at record levels | Reuters, 8 November 2021.
12 America’s COVID future has arrived - Axios,11 November 2021.

1 Coronavirus tally: Global cases of COVID-19 near 271 million and U.S. passes 50 million cases (msn.com) citing data  
 aggregat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 December 14, 2021
2 COVID-19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cdc.gov). 
3 Ibid.
4 Global COVID-19 cases hit 250 million, eastern Europe infections at record levels | Reuters, November 8, 2021; citing 
 figures from Our World in Data.
5 Vaccine: Sentiment and barriers | Deloitte Insights,
6 Ibid.
7 Spillover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Could Driv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For Non-COVID-19 Patients 
 | Health Affairs, October 23, 2020
8 Deloitt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crisis for the health care ecosystem," 2020

건강 형평성

ESG

정신 건강과 웰빙

의학의 미래

공중 보건의 쇄신

디지털 전환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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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빈곤 문제와 1차 의료, 약품 보급, 정신 건강 지원, 건

강 검진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 

시스템의 부족은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계 대부분의 국가의 건강 형평성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후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가 악화되었고 2020년에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빈곤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16 약 1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 몰리게 되었다.17 인도와 멕시코, 말레이시

아, 중국 등의 정부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형평

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건강 보험 보장 범위를 발표

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재정 적자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의료 부문 자본 투

자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많은 국가는 오랜 건강 불평

등에 대응하거나 이를 퇴치하는 데 필요한 규제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COVID-19로 인해 건강이 최우선 순위

가 되었고, 많은 정부가 팬데믹 이후의 건강 형평성 개선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고의적이지 않은 체계적 편견(systemic bias)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과 인식, 편견(나이, 인종, 성별, 

카스트, 성적 지향, 장애, 정신질환 등)은 공평한 의료 서

비스를 증진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머신러닝

과 인공지능 등 고급 애널리틱스는 의료 기관이 치료 결

정을 내리고 질병을 발견하고 희귀 질환을 식별하는 등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기술 적용 시에 설계자와 개

발자의 무의식적 가정이나 편견(성별, 인종, 소득 등)이 유

입될 경우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19 즉 

이러한 도구와 모델에 내재되는 편견으로 인

해 부정확한 의학적 결정, 진단 누락, 임상 

결과 악화, 열악한 환자 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의료 보

험, 의료 기술 회사, 생명 과학 회사

가 이미 불평등에 노출된 사람들

하고 있다.18 보험 보장 범위를 늘리면 의료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의료 시스템 인프라(의료 시설, 

기술, 의사 등)가 충분하지 않고 뒤떨어져 있어 건강 형평

성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도의 소도시와 시골 지

역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보험 제도를 통해 의

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만한 형편이 되었지만 의사와 의

약품 공급이 제한적이고 정부 의료 시설이 흔치 않기 때

문에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다. 자가 치료를 위

한 앱, 진단용 AI 챗봇, 연중무휴 가상 상담 등 확장 가능

한 원격 의료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솔루션이 제대

에게 높은 치료 비용을 부과하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게 

될 수 있다.20 조직은 자사의 애널리틱스 솔루션이 권고안

을 제공할 때 공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편견을 전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1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일부 연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 요인(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건 정책

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의 최대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22 이러한 건강 요인에는 소득, 거주 지역, 사회

적 지원, 네트워크의 질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건강 형

평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지역과 국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차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 정부, 의료 시스템, 생명 과학 및 의료 

기기 회사, 의료 보험사, 학술 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기

관, 변호 단체의 리더들은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시

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23

16 World bank,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1
17 Poverty Overview: Development news, research, data | World Bank.
18 World Industry Outlook: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s, February 202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 Could Advanced Analytics Automate Racism in Health Care? | Deloitte US, 29 July 2021.
20 Ibid.
21 Balancing AI ethics and bias | Deloitte Insights.
22 An agenda of equity in health | Deloitte Insights.
23 The Deloitte Health Equity Institutes | Deloitte

건강 형평성은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건강과 웰빙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13 이는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다. 건강 형평성은 의

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14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으로 소외되어 온 저소득층이 COVID-19로부터 불균등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 형평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고의적

이지 않은 체계적 편견(systemic bias)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건강 요인(driver of health, 

DOH), 즉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의 불평등은 전 세계 지역 사회에 수 세기 동안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나 지역에서 현실화되

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지만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13 The Deloitte Health Equity Institutes | Deloitte.
14 Health Equity Issues and Topics | Deloitte US.
15 Deloitte, "Activating health equity," April 2021

건강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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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달성: 헬스케어 산업의 탈탄소화

헬스케어 산업은 24시간 운영, 냉난방 장치 및 냉장 보

관의 광범위한 사용, 전문 의료 장비 등으로 인해, 그리고 

많은 병원과 치료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27 기후 위기의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의료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4%이며 이는 항공이나 운송 

분야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28

기후 변화가 헬스케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병원 경영진, 의료진, 지원 인력)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의료 폐기물 및 개인 보호 장비(PPE)를 올바르

게 줄이고 폐기하기 위한 시설 차원의 이니셔티브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의료 기관들은 더 큰 차원의 환경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향후의 계획 추진

과 위험 완화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조직은 극한 날씨

의 경우 가정이나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온라인 상담을 

허용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지구의 기후 변화는 다음의 원인이 된다.29

• 더위로 인한 65세 이상의 사망률 53.7% 증가

• 미립자 대기 오염에 기인한 심장 질환 및 폐 질환으로 

301만 명 조기 사망

• 기온 상승, 홍수, 가뭄으로 인한 일부 국가의 영양실조 

• 새로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염병 확산에 적합

한 기후

• 취약한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불균형적 영향 

기후 변화는 사회적 약자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인구 전반의 건강 형평성을 이루는 데 위협

이 된다.30 어린이와 노인,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기관

은 완화 전략, 조정 및 회복탄력성 전략을 혼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떤 전략은 의료 기관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

석이조의 기회를 파악하는 것은 기후 활동의 포트폴리오

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 병원과 의료 시스템은 사람

과 지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행과 솔루션을 발전시

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거대한 고용주이자 상

품·서비스의 주요 생산자 및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공급망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

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하고 지원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관, 공급업체 및 기타 기관

들과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청정 에너지 기

준, 배출량 목표, 탄소 가격, 기타 규제 및 정책 메커니즘

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을 통해 촉매 역

할을 한다. 기술 부문 또한 탈탄소화된 헬스케어 생태계

를 실현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솔루션 제공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기후 변화가 헬스케어 시스템 인프라 및 인력 체계에 미

치는 영향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산

업 리더들은 홍수, 가뭄, 화재,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견

딜 수 있도록 시설, 시스템, 인력 체계의 회복 탄력성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기후 관련 재해가 의료 종사자에게 미

29 The 2020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converging crises - The Lancet.
30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October 17, 
 2017,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 United Nations.

24 The 2020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converging crises - The Lancet.
25 Planetary Health: Protecting nature to protect ourselves, Island Press, August 2020.
26 Report: Health Costs from Climate Change and Fossil Fuel Pollution Tops $820 Billion a Yea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May 20, 2021
27 Davis Langdon. Health sector joins green ratings era. Retrieved from https://www.gbca.org.au/docs/Davis%20 
 Langdon%20Research%20Report%20-%20Health%20Sector%20Joins%20Green%20Ratings%20Era.pdf (p.4).
28 First do no harm. Why healthcare needs to change | World Economic Forum (weforum.org), September 16, 2019.

공중 보건 업계는 21세기 공중 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지구의 온

도가 올라가면 산불, 해수면 상승, 극심한 더위, 혹독한 날씨, 가뭄의 위험이 증가한다.24 이러한 요

인들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 인프라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25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오염과 관련된 의료 비용은 연간 8,200억 달러로 추산된다.26 기

후 변화가 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다.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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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주목할 분야: 디지털 기술, 고용주의 역할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시스템 

의 접근성과 경제성, 확장성, 목적에 맞는 적합성 등을 

개선할 큰 잠재력이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신 중이 

거나 출산한 여성들에게 고립은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34 그러나 이 집단은 온라인 정신 건강 서비 

스의 유연성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 정신 건강 솔루션에 대한 품질 관리 메커니

즘이나 규제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도구와 

서비스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39 이는 

디지털 정신 건강 관련 안전 및 품질 표준을 확립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신뢰할 만한 에이전트 또는 관리 

기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장 내 정신 건강 및 웰빙 지원을 정부와 보험사, 또

는 직원 스스로에게 맡기는 대신 고용주의 참여와 투자

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 고용주들은 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업무 

생산성, 인간 관계,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 의료 및 사

회 보장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0 리더들이 직

원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성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는 직장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하고 리더들이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시간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급증하는

데, 대다수 이용자가 워킹맘이다. COVID-19 팬데믹은 

건강 관련 앱의 발전과 도입이 가속화되는 데 일조했

다.35 애플36과 구글의 온라인 앱 스토어에서는 현재 정신 

건강 관련 앱이 10,000개 이상 제공되고 있다.37 그러나 

시중에 있는 정신 건강 앱과 온라인 프로그램 중 대다수

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38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34 COVID-19 Pandemic Takes a Toll on Women’s Mental Health (verywellmind.com).
35 How digital health apps are empowering patients,” Deloitte UK Centre for Health Solutions, 19 October 2021, https:// 
 www2.deloitte.com/us/en/blog/health-care-blog/2021/how-digital-health-apps-areempowering-patients.html?id=us:2e 
 m:3na:hf:awa:hs:110221:mkid-K0150526&ctr=cta2hc&sfid=003a000001W4U9PAAV.
36 “Deloitte Global’s 2022 Global Health Care Outlook is an independent publication and has not been authorized, 
 sponsored, or otherwise approved by Apple Inc.”
37 Torous and Roberts, “Needed Innovation in Digital Health and Smartphone Applications for Mental Health.” 
38 Torous et al., “Mental Health Mobile Phone App Usage, Concerns, and Benefits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39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overnance Toolkit for Digital Mental Health," April 2021
40 Deloitte, "At a tipping point? Workplac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March, 2017

31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overnance Toolkit for Digital Mental Health," April, 2021
32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33 Trautmann, Rehm, and Wittchen, “The Economic Costs of Mental Disorders.”

최근 심각한 건강, 기후 및 정치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

고 있다. 정신 건강과 행동 건강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와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스템, 사람들의 사

회적 요구 및 기본권 등의 영역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31 세계 인구의 25%~50% 가량이 생

애 중 정신 건강 문제로 영향을 받는다.32 2011년과 2030년 사이에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누

적 경제 생산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16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3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접근성,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정신 건강 의료가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이 다른 질병과 동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강 정보 이해 능력’(health literacy)과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 

확립된 예방 전략, 조기 진단,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적시적 접근성 등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

신 건강 프로그램을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다. 인구 10만 

명 대비 정신 건강 관련 종사자 수의 전 세계 중앙값은 9명에 불과하다. 정신 건강 의료에 대한 

디지털 접근 방식의 도입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앱을 기존의 대면 치료와 함께 활용하거나 정신 건강 치료사의 실시간·비(非)실시간 지원을 제공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신 건강과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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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융합을 가속화

하는 요인

부상하는 ‘컨수머리즘’(consumerism)이 의료 디지

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 기관과 의료 보

험사, 기타 이해관계자가 소비자들의 진화하는 니즈와 

기대를 충족하고 환자 참여와 환자 경험을 개선하며 충

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

수 단계이다. 디지털·의료 모델 융합의 가속화는 수요, 

접근성, 비용 효율성 문제로 귀결된다. 기술을 활용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가 적절한 

자원을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한다. 미래에는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발전된 디지털 도

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 생태계는 디지털 전환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융합을 향한 올바른 궤도에 있지만, 

조직의 리더와 기술 혁신가는 새로운 디지털 의료 제품

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규제 기관, 의

사, 간호사,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헬스케어 융합을 주도하는 기술

5G는 비전통적인 의료 방식을 실현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첨단 무선 기술은 우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하여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 속

에서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는 알림을 

줄 것이다.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안정성을 중시하

는 환경에서 의료 시스템의 임원들은 무엇보다도 비용 

효율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 및 사

업 부서는 가능한 모든 영역을 최적화하라는 요청을 받

고 있다. 조직들은 운영을 개선하고 자본 지출을 원활하

게 하며 오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폐지하기 위해 클라우

드와 그 파트너 격인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눈을 돌리고 있다. 조직이 클라우드 컴

퓨팅을 통해 얻는 데이터와 통찰은 의료 시설 내 환자의 

동선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클

라우드가 해당 조직과 의료 및 사업 관련 협력사 전반에 

대한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상의들은 또한 다수의 환자에게 

개인맞춤형 옴니채널 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

일 앱, 가상현실·증강현실, 고객관계관리(CRM),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을 활용하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황과 의료 시스템의 비용 증가로 의료 시스템은 품질 및 접근성 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함과 동시에 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 모델,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가지 해결책이 디지털 전환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융합이며 이러한 융합 트렌드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미 많은 의료 기관이 외래 진료를 위해 온라인 진료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병원과 의료 

시스템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방식의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자 클라

우드 컴퓨팅, 5G 통신, 인공지능(AI),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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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불러오는 혁신

• 디지털 의료 –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의료 상품, 즉 

인간의 건강을 측정하거나 개입하는 근거 기반

(evidence-based)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

품이 급증했다.41 여기에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즉 근거 기반 치료 개입을 위해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제품, 그리고 ‘디지털 동반

자’(digital companion), 즉 환자가 경험, 지식, 기

존 약물 치료의 경과를 개선하도록 하는 추가적 서

비스 및 통찰을 제공하는 제품이 포함된다. 

• 나노 의학 – 나노 의학은 분자 차원의 도구 또는 나

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건강을 개선하고 유

지하는 의학이다.42 유망한 적용 분야로는 표적 약

물 전달, 감염과 신체 손상을 감지하고 치료하는 나

노로봇, 통제된 단백질 및 펩타이드 전달, 결함 유

은 영역에서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AI 솔루

션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표적 치료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데이터에서 개념과 상관 관계를 이

끌어내고 데이터 패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인간이 하는 일을 강화할 수 있다. AI는 또

한 과학 문헌과 대체 정보 출처를 상호 참조하는 것

을 돕는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발굴함으

로써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AI를 도입하여 몇 년 안

에 새로운 후보 물질을 개발했으며 일부는 몇 달 만

에 개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44 

전자 발현이 변화되고 교정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등이 포함된다.43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나노 규모

의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 유전체학 – 사람의 DNA는 특정 질병에 대한 소인

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용 분야로는 

소비자 직판의 유전자 검사, 암 진단 및 치료, 유

전자 편집(gene editing) 등이 있다. 미국과 영국

의 연구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게놈의 유전자 염

기서열을 이용하여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델타

와 다른 새로운 변종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COVID-19 백신을 개선했다.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 신약 개발은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며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 많

• 마이크로바이옴 의학·대사체학 – 현재의 의학적 

접근법은 당뇨, 심장 질환 및 기타 만성 건강 이슈

가 신진대사 악화에서 오는 증상이라기보다 체중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하지만 사실 사람

의 신체는 모두 매우 다르다. 몇몇 스타트업은 데

이터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장 건강 개선과 다이

어트로 인한 염증 반응 감소를 목표로 음식과 개인

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정밀 영

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45

현존하는 질병 진단 및 치료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의학이 변화하

고 있다. 디지털 의학(digital medicines), 나노의학(nanomedicine), 유전체학(genomics), 

마이크로바이옴 의학(microbiometrics)·대사체학(metabolomics) 등의 분야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은 임상시험 구조 및 시점 변화, 혁신

적인 신규 진입 기업, 소비자 참여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

는 의료 생태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도 의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학의 미래

44 Simon Smith, “43 Pharma Compan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BenchSci, last updated 25 May 
 2021, 43 Pharma Compan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benchsci.com).
45 Personalized nutrition startup Zoe closes out Series B at $53M total raise | TechCrunch.

41 Digital Medicine Society, “Defining digital medicine: What is digital medicine?,” accessed 4 December 2020.
42 Nanotechnology in Medicine-Applications and Limitations | AirTract.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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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문제 

COVID-19 치료 제공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부가 팬데믹을 억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폭넓게 진행하며47 보건 및 경제 관련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48 2022년(그리고 아마 이후 몇 년 

동안)에 공중 보건 정책을 도입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

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 보건의 핵심 미션은 모든 지역사회 내 모든 사

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

화, 건강 불평등,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인프라 악화, 

전 세계적인 의료 인력 부족 등 다른 공중 보건 과제에 

COVID-19 관련 지출을 더하려면 공공 및 민간 의료 기

관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단기적인 결과를 내

는 대책에 집중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

여 웰빙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하

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제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가며, 마오리 및 태

평양 인구의 소득·기량·기회를 높이고, 아동 빈곤을 줄이

며, 모든 뉴질랜드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52 

공중 보건 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키는 디지털 기술 

수많은 공중 보건 시스템은 COVID-19의 영향으로 쇄

신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이

러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서는 정부 정책, 시장, 팬데믹, 신기술 등의 요인으로 인

해 의료, 건강 보험, 건강 검진, 온라인 의료 상담, 진단, 

처방, 결제, 상환 등의 공공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촉

발되고 있다. 중국은 모바일 통신 가입자가 12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억 3천 900만 명이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어53 5G가 공중 보건 서비스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량, 새로운 투자 원천을 가지고 지

역 사회의 예방과 웰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촉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신규 진입 기업에도 달려있을 것이다. 이

는 개개인의 질병 치료를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

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며,49 건강을 개선하고 현

재와 미래에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제하거

나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 보건의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은 의료 제공과 

협업 관계의 이해관계자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

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50 그러므로 공중 보건 시스템

은 장기적으로 보건 정책에 따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임상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1 수많은 국가는 공중 보건을 올

46 The future of the public’s health: Reimagining the health ecosystem:Programs, Policies, and Systems for strengthening 
 public health,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health-care/thefuture-of-public-health.html.
47 World Industry Outlook: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ebruary 2021.
48 Ibid.
49 The future of the public’s health: Reimagining the Programs, Policies, and Systems for Strengthening Public Health
50 The future of public health: Personalized, participatory, predictive, precise (deloitte.com).
51 Deloitte,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2017

52 New Zealand has unveiled its first ‘well-being’ budget | World Economic Forum (weforum.org).
53 Covidmonitoring impact.

팬데믹이라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위기로 인해 각국 공중 보건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팬데믹은 동시에 공중 보건의 미래를 쇄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팬

데믹은 공중 보건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 소비자의 인식을 일

깨웠고, 보건 정책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체계적인 변화와 부문 간 협업이 필요하다

는 이해를 높였다.46

공중 보건의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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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비자 불안감, 지난해 9월 보다 심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고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상승하는 등의 현 상황을 반영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소비자 불안지수를 측정했다.

2022년  2월 말 현재 소비자 불안지수는 거의 모든 주요국

에서 상승했고, 특히 스페인, 폴란드, 일본, 프랑스에서 가장 급

격히 상승했다. 

특히 가계 재정이 불안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더 불안해졌다고 답한 응답자 중 ‘재정 스트레스’를 꼽은 

비율이 대부분 국가에서 지난해 9월에 비해 상승했다. 

저축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것도 가계 재정

이 악화되고 있음을 신호했다.

딜로이트 컨수머 트래커

Deloitte Consumer Industry Center

01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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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향 변화

재택근무 선호, 줄어들 기미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사무실 복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지

만, 소비자들의 재택근무 선호도는 지난 5개월 간 변

함이 없었다. 응답자들은 주간 평균 3.5일 재택근무를 

선호했다.

소비자 우선순위, 계속 변화

소비자 우선순위는 대체로 지난해 9월 이후 안정적

인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웰빙과 인생 목표 등을 더 우선시하는 추세가 계속 강

해지고 있으며, 대면 경험과 집 밖에서의 지출을 늘리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재정 악화와 맞물려 더 열심히 일하고 지출 대신 

저축을 우선시하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속적 상승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소비자 비율은 잠시 주춤했다

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필수품 물가 상승을 체감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2%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을 체감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

다. 전월비 식료품 물가 상승을 체감했다고 답한 응답자

는 10명 중 약 7명에 달했다. 이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가

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유럽 소비자들 중 인플레이

션을 체감한 비율이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떨어졌던 보건안전 안심 수준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활

동에 대한 안심 수준이 개선됐으나, 1월 안심 수준은 오미크론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소비자의 안심 수준이 반등하면서 여행 예약 의향도 소폭 증가해 여행 산업이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 우려가 심화되는 신호가 나왔지만, 지출 의향은 여전히 안정

적으로 유지됐다. 소비자들은 향후 1개월 간 총 지출 중 1/3 이상(34%)을 비필수 품

목에 할당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돼, 비필수 품목 지출 의향이 최근 수개월과 비슷하

게 유지됐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소비자들의 비필수 품목 지출 의향은 최근 수개

월간 감소했다.

보건안전에 대한 안심 수준, 
반등

비필수 품목 지출 의향, 
여전히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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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verview

호주(AU)

벨기에(BE)

브라질(BR)

캐나다(CA)

중국(CN)

덴마크(DK)

프랑스(FR)

독일(DE)

인도(IN)

아일랜드(IE)

이탈리아(IT)

일본(JP)

멕시코(MX)

네덜란드(NL)

노르웨이(NO)

폴란드(PL)

남아프리카공화국(ZA)

한국(KR)

스페인(ES)

스웨덴(SE)

스위스(CH)

영국(UK)

미국(US)

서베이 주요 대상국

방법론

서베이 개요

각국별 18세 이상 소비자 1,000 명 이상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실시

23개국에서 실시(미국의 경우 격주 실시)

오차 범위 ±3%

공개 가능한 연령 및 소득 정보에 따라 국가별 응답에 가중치 부여

1~22회차: 2020년 4월~2021년 9월 

   추가 서베이

23회차: 2021년 9월 23~29일

24회차: 2021년 10월 21~27일

25회차: 2021년 11월 25일~12월 1일

26회차: 2021년 12월 23~29일

27회차: 2022년 1월 27~2월 2일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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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자 불안감, 
2021년 가을 대비 소폭 심화

불안감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적 스트레스’를 꼽은 소비자 비율이 
대부분 국가에서 2021년 9월 대비 상승 

글로벌 소비자 불안지수

('지난주보다 더 불안하다' 고 답한 비율)

지난주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정적 스트레스”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대상 질문)

남아공

-50% -40% -30% -20%

불안지수= '그렇다' 비율-'아니다' 비율(백분율 기준)

그렇다 아니다

-10% 0% 10% 20% 30% 40% 50%

0% 100%

미국

인도

폴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한국

네덜란드

2021년 9월

2022년 1월

소비자 불안지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승(서베이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제외) 폴란드, 일본, 
스페인, 프랑스에서 가장 큰 폭 상승

'재정적 스트레스' 를 꼽은 응답자 수가 남아공, 미국, 인도,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은 재정적 스트레스 비중이 줄었으며, 특히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눈길을 끈다.

2021년 9월 수치

인도 44%

13%브라질

4%남아공

3%벨기에

-3%글로벌 평균

-11%스웨덴

-15%덴마크

-21%노르웨이

-37%스위스

15%중국

4%미국

-2%영국

5%일본

7%폴란드

2%멕시코

2%스페인

2%캐나다

1%이탈리아

-2%아일랜드

-4%호주

-7%프랑스

-7%한국

-24%네덜란드

-32%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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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에 대한 안심 수준 반등 시작...
사무실 복귀만은 여전히 불안

저축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우려 계속 심화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

(글로벌 평균)

향후 3년 내 가계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 낙관한 비율

다음의 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

차기 지급결제

29%
저축액

52%
신용카드 빚

45%
8가지 활동 중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활동의 수

멕시코, 
폴란드, 

한국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이탈리아

글로벌 평균
(2021년 12월)

글로벌 평균
(2022년 1월)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인도

참조: ‘동의’ 또는 ‘매우 동의‘ 응답에는 ‘50%만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가중치 부과

4월

19일

3월

3일

5월

30일

6월

27일

7월

25일

8월

22일

10월

3일

11월

2일

12월

2일

1월

6일

2월

3일

3월

3일

3월

31일

4월

28일

5월

26일

6월

30일

7월

28일

9월

1일

9월

29일

10월

27일

12월

1일

12월

29일

2월

2일

항공기탑승

Source: 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참조:: ‘동의’ 또는 ‘매우동의‘ 응답에는 ‘50%만안전하다’는응답보다높은가중치부과

전세계일일확진자 수
(5일연속평균)

매장방문

대면이벤트참석

호텔숙박

사무실복귀

61%

51%
54%

41%

2020년 2021년

40%

54%

대면서비스이용

55%

식당및주점외식

등교, 대면수업 33%

2022년

2020년
4월

2022년
1월

31% 29%
2020년

10월

2022년
1월42%

52%

2020년
10월

2022년
1월3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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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1%

15%

우려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우려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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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 품목 지출 의향, 대체로 안정적…
미국, 영국, 캐나다는 소폭 감소

지출 품목별 구매 의향은 지난해 9월 이후 큰 변화 없어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지출점유율

(글로벌 평균)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지출점유율  
(글로벌 평균)

필수 품목

비필수 품목

향후 4주간 비필수 품목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

지출점유율 

66 / 34
필수 품목

주택

식료품

헬스케어

교통

의류

필수 가정용품

인터넷 및 데이터

개인용품

교육

여가 및 오락

레저 여행

외식 및 테이크아웃

전자기기

저축 및 투자

홈퍼니싱

비필수 품목

주택
17%

여가및오락 & 레저여행
11%

식료품
14%

교통
6%

전자기기
4%

교육
4%

헬스케어
5%

모바일/인터넷/케
이블/스트리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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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4주간지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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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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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출점유율 통계

지출점유율 

지출점유율

비필수 품목 지출 의향

(향후 4주간 지출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

*글로벌 평균
필수 품목

비필수 품목

주택 

헬스케어

인터넷 및 데이터

식료품

의류

교육

교통

17%

5%

4%

14%

4%

4%

6%

여가 및 오락

저축 

레저 여행

외식 

임대 또는
주택담보대출

56% 37%

37% 28% 28% 35%

25%

20%

11%

9%

26%

24%

22%

41% 33%

29%

23%

15%

23%

15%

14%

7%

27%

18%

15%

12%

23%

33% 46%

19%

19%

16%

29%

21%

10%

7%

17%

8%

8%

7%

37%

9%

저축 및 투자

6%

레저 여행

6%

외식

5%

여가 및 오락

4%

전자기기

4%

홈퍼니싱

31%

20%

8%

4%

20%

14%

11%

10%

8%

26%

10%

8%

유틸리티

신선 식품 차량 연료

가공 식품
신차 또는 중고차 결제

냉동 식품
차량 유지 보수

주류
대중교통

비주류 음료

택시 및 공유차량 앱반려동물 사료

개조

유지 보수

병원 치료 및 서비스 & 
본인 부담 의료보험료 신발 취미

예금 및 MMA 캐주얼 다이닝

파인 다이닝

패스트푸드 및
퀵서비스

주점 또는
나이트클럽

주식 및 뮤추얼 펀드

노후연금

부동산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숙박

항공

관광활동

크루즈

차량 렌트

이벤트 티켓 및 명소 입장료

스포츠 용품 및 활동

장난감 및 비디오 게임

처방약 레저 및 캐주얼 의류

웰니스 및 대체의학 정장 및 비즈니스 수트

장기적  건강 관리 운동복

의료 기기 액세서리

디지털 웰니스

가정용 인터넷 등록금

학자금 대출

도서 및 학용품

사교육

휴대폰  및 기기 비용

케이블 및 위성 TV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앱 및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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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의향, 지난 9개월간 안정적 양상 유지 재택근무 선호도, 변함 없어

향후 4주간 품목의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

10%

15%

20%

25%

30%

35%

40%

45%

10월 3일 11월 2일 12월 2일 1월 6일 2월 3일 3월 3일 3월 31일 4월 28일 5월 26일 6월 30일 7월 28일 9월 1일 9월 29일 10월 27일 12월 1일 12월 29일 2월 2일

의류및신발, 33%

식료품, 12%

개인품목, 23%

외식및테이크아웃, 25%

필수가정용품, 15%

전자기기, 38%

2020년 2021년

의약품, 15%

홈퍼니싱, 24%

2022년

참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7,795명 대상

현재 주간 재택근무 일수 선호하는 주간 재택근무 일수

멕시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브라질

영국

호주

폴란드

스페인

인도

남아공

글로벌 평균

벨기에

독일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덴마크

한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0 1 2 3 4

조사 대상 23개국을 통틀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소비자들은 재택근무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기를 원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9월 이후 동일하게 유지됐다. 
주간 재택근무 평균 일수는 2.9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자들이 선호한 일수는 3.5일로 이
보다도 높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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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38% 의류 및 신발, 33% 외식 및 테이크아웃, 25% 홈퍼니싱, 24%

개인 품목, 23% 의약품, 15% 필수 가정용품, 15% 식료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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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계속 상승 유럽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가장 극심하게 체감했다

일상용품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지난달보다 물가가 상승했다고 체감한 응답자 비율(%)

(글로벌 평균)

식료품

레스토랑

54%

65%

46%

52%

46%

40%

49%

9월 29일 10월 27일 12월 1일 12월 29일 2월 2일

레스토랑

식료품

주류및담배
의류

지난달보다 식료품 물가가 상승했다고 체감한 응답자 비율(%)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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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독
일

캐
나

다

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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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
랑

스

멕
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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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브
라

질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글
로

벌
  평

균

인
도

호
주

스
위

스

중
국

일
본

덴
마

크

노
르

웨
이

스
웨

덴

한
국

폴란드

브라질

남아공

이탈리아

멕시코

캐나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글로벌 평균

영국

인도

프랑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웨덴

중국

스위스

84%

72%

53%

0% 20% 40% 60% 80% 100%

인플레이션을 체감한 소비자 비율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 폴란드는 85%에 달한 반면 스위스는 
43%에 그침.

24

18

19

11

25

지난해 9월 대비 변화

65%

58%

주류 및 담배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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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소비자들의 여행 예약 의향 소폭 강화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항공 예약 의향은 여전히 침체

향후 3개월간 레저 여행 의향

향후 3개월간 레저 여행 의향

호텔

국제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4월

17일

5월

1일

5월

15일

5월

30일

6월

12일

6월

27일

7월

11일

7월

25일

8월

8일

8월

22일

10월

3일

11월

2일

12월

2일

1월

6일

2월

3일

3월

3일

3월

31일

4월

28일

5월

26일

6월

30일

7월

28일

9월

1일

9월

29일

10월

27일

12월

1일

12월

29일

2월

2일

국내선항공기

차량임대

민박

크루즈

국제선항공기

2020년 2021년

호텔

2022년

*인도 농촌 인구 반영

여행 관련 종목 중 호텔 및 민박 예약 의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항공 예약 의향은 계속 침체된 양상.
이러한 추세는 계절과 안전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인도*

인도*

인도*

중국

아일랜드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남아공
아일랜드

스위스

중국
미국

중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남아공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호주
영국

덴마크

글로벌 평균
글로벌 평균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글로벌 평균

이탈리아
멕시코

남아공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한국
네덜란드

미국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폴란드

스웨덴

스웨덴
독일

폴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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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호주

덴마크
일본

한국

벨기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

63%

5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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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

25%

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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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요 안정적으로 유지…
소비자 4명 중 1명이 향후 6개월 내 차량 구입 계획

하지만 자동차 수요는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중고차 대비 신차 수요의 편차가 크다

향후 6개월 내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 응답자 비율(%)

향후 6개월 내 자동차를 취득할 계획인 응답자

차량 구입을 유도하는 요인

주요 모빌리티 활동

일일 평균 주행거리

36km

주행거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

15%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

10%

*중고차는 연식이 오래된 차, 거의 새 차, 인증(CPO) 중고차를 모두 포함

신차(%)

중고차(%)*

9월 21일 17% 10%

10월 21일 16% 10%

11월 21일 16% 10%

12월 21일 17% 10%

1월 22일 15% 10%

중고차신차

20% 19% 18%

13% 10%

6%

4% 4%

신형차의 
최신 사양을 원해서

다른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보유한 차에는

수리비가 아까워서

운전의 목적이

달라져서

연비 개선을 위해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서

매력적인 구매 

제안을 받아서

현재 임대계약이

끝나서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한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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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7%

19%

24%

19%

22%

14%

15%

16%

15%

14%

9%

12%

12%

9%

8%

10%

17%

9%

5%

5%

5%

10%

9%

8%

7%

2%

6%

3%

10%

12%

12%

9%

10%

13%

8%

8%

8%

10%

12%

4%

13%

11%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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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선순위, 점진적 변화 지속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웰빙과 목적에 집중하는 추세 계속 강화

내면에 집중

웰빙

목적 추구

집 중심 활동

대면 교류

사회적 신뢰/불신

일과 삶의 균형

지출 활력

경험 vs. 물질

지역사회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

나 자신이 더 많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

나의 전반적 웰빙을
우선시

목적 의식이 
더욱 강해짐

집 중심 활동이
늘어남

대면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

낯선 이들 주위에서
더욱 조심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 할애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

경험에 더 많이
지출

나의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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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 중심 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적 불신이 커진 면에서는 미국과 한국 소비자가 같은 특

징이지만, 최근에 미국 소비자는 대면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

국 소비자는 대면 경험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려는 트렌드가 더 강화되는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자 하면서도 이

를 위한 지출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경험 쌓기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소비자 

역시 미래를 위한 저축과 경험 쌓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를 즐기는 경향이 줄어들고 

앞서 가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현재를 즐기기 위한 시간 할애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은 역시 고소득층으로 나타났

다.  행복 추구도 감당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소비자 양극화' 양상은 미국이 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의 경우 중간소득층은 지출에 대해, 고소득층은 소득에 대해 각각 가장 보수적

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저소득층이 소득 증대 보다는 목적 달성을 우선시했다. 이에 비해 한

국 소비자는 소득 격차와 무관하게 저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목적 달성은 중간소

득층이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 소비자들 모두 연령층에 상관없이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집 밖 활동이 더 많은 반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그와 반대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에 대한 집단적인 경험으로 집 중심의 일상 생활에 대한 선호가 분명

해졌고, 이는 지출 면에서 주택, 식료품, 가전제품 등의 주요 지출항목에서 집과 온라인으로

의 이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좀더 현재를 즐기기 위해 살아간다는 의식은 오락과 

여가, 레저, 외식 등에 대한 지출 의지 상승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의미가 재평가되고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 소비자 기업은 고객의 

이러한 변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과 임직원의 삶의 가치와 우

선순위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업 및 운영을 보다 목적 지향적 방식으

로 전개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요 내용

지난 2년 동안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인 지속적 삶의 우선순위 변화가 일어났

으며, 이는 어떤 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소비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소

비자 산업에 커다란 함의를 지닌다.

23개국 2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의 동향을 꾸준히 추적해 온 딜로이트 컨수머 트래커는 

그 동안 1년 전과 비교할 때 일과 목적, 돈과 시간의 소비 방식 등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고

수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다.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삶의 가치,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활동

에 대한 소비자 우선순위는 점진적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그 동안 보다 내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커졌고, 이 속에서 웰빙과 목

적에 집중하는 추세가 계속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집 중심 활동이 늘어나고 대면 경험에서 디지털 서비스

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 밖 활동과 대면 교류를 다시 늘리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신뢰/불신 면에서 타인에 대한 경계감은 매우 높은 상태가 지

속되고 있다.

셋째, 일과 삶, 지출과 저축 균형 면에서는 팬데믹 이후 삶과 저축에 좀 더 치중하는 경

향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일과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

안 원하는 물건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경험에 지출하는 응답

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소비자의 특징으로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해 보

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먼저 삶의 가치 면에서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 모두 자기 성찰과 웰빙에 좀더 집중하는 

추세이지만, 미국 소비자의 경우 목적 추구 면에서는 소득 증대와 목적 의식이 등가를 이

루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소비자는 소득 증대보다는 목적 의식을 더욱 추구하는 방

향으로 우선순위가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vs. 한국 소비자 동향 비교
팬데믹이 바꾼 삶의 우선순위와 소비자 기업에 대한 함의

부록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198 199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일과 삶의 균형’ ‘소득 vs. 목적’ 소비자 우선순위, 
팬데믹 계기 변화 지속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내면과 웰빙에 더욱 집중하며, 
소득 증대보다 목적 추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역전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자기 성찰과 웰빙에 더욱 집중. 소득과 목적의 우선순위는 등가를 이룸. 자기 성찰과 웰빙에 더욱 집중하는 트렌드 지속. 
수개월 전과 비교해 소득 증대보다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 역전.

집 중심 활동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대면 경험을 늘리려는 노력이 증가. 
사회적 불신은 여전히 높은 수준

집 밖 활동보다 집 중심 활동이 훨씬 큰 폭 증가했지만, 대면 경험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는 트렌드 가속화 .
낯선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수준.

앞서 나가기 보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현재를 즐기기 위한 지출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과 경험 쌓기를 우선시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

2021년 말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성향이 한층 현실적으로 변모.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일에 매진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짐.

또한 미래를 위한 저축과 경험 쌓기에 초점이 맞춰지며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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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심 활동이
늘어남

집 중심 활동이 늘어남

대면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

대면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

낯선 이들 주위에서
더욱 조심

낯선 이들 주위에서 더욱 조심

집 밖 활동에 더 많은
시간 할애

집 밖 활동에 더 많은 시간 할애

대면 경험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짐

대면 경험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짐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약해짐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약해짐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 할애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 할애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

경험에 더 많이 지출

경험에 더 많이 지출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이 지출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이 지출

원하는 물건을 소유
하기 위해 더 많이 지출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지출

앞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

앞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

한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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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연령에 따라 소비자 우선순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소득과 연령에 따라 소비자 우선순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소득 계층별 소득 계층별

연령대별 연령대별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젊은층일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약하고 집 밖 활동이 많았으나, 디지털 수단 활용은 전 연령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낯선 이들에 대한 불신은 계속 심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연령층의 소비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빠르게 증가.
집콕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비율, 18~34세가 55세 이상 역전.

소득에 따라 일에 얼마나 매진할 것인지, 저축 대신 현재를 즐기기 위해 얼마나 많이 지출할 것인지, 
소득 증대보다 인생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주력할 것인지에 편차가 나타남.

흥미롭게도, 중간소득층이 지출에 대해, 고소득층이 소득에 대해 각각 가장 보수적 태도를 보였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증대 대신 목적 달성을 더 우선시.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가장 높음.

전 소득층에 걸쳐 현재를 즐기기 위한 지출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간소득층이 목적 달성을 가장 중요시함.

더욱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이 가장 높음.

저소득층 저소득층

18~34세 18~34세

중간소득층 중간소득층

35~54세 35~54세

21%
11%

18% 27%

31% 21%

35%
50%

31%
23%

57%

54%

33% 24%

56%

50%

44% 27%

57%
61%

17% 11%

21% 29%

30%

27%

47%

45%

18% 11%

20% 27%

25%

22%

51%

42%

고소득층 고소득층

55세 이상 55세 이상

저축보다는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한다

저축보다는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한다

대면 교류를 늘리기보다 대면활동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대면 교류를 늘리기보다 대면활동을 
디지털 서비스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증대보다 목적 달성에
더욱 주력한다

소득 증대보다 목적 달성에
더욱 주력한다

집 밖 활동보다 '집콕'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다

집 밖 활동보다 '집콕'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다

더욱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더욱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낯선 이들을 신뢰하기보다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이들을 신뢰하기보다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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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의향, 필수 품목이 두 배 이상 높아...
비필수 품목은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하향세

필수 vs. 비필수 품목 격차 완만...
저축 및 투자 비중 높은 특징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미국 소비자 1인당 평균 $4,894)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한국 소비자 1인당 평균 379만원)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지출점유율

향후 4주간 지출 의향

지출점유율

$3,299 / $1,595 230만원 / 149만원
필수 품목 필수 품목

주택
식료품

헬스케어
교통
의류

필수 가정용품
인터넷 및 데이터

개인용품
교육

주택
식료품

헬스케어
교통
의류

필수 가정용품
인터넷 및 데이터

개인용품
교육

여가 및 오락
레저 여행
외식 및 테이크아웃
전자기기 및 홈퍼니싱
저축 및 투자

여가 및 오락
레저 여행
외식 및 테이크아웃
전자기기 및 홈퍼니싱
저축 및 투자

비필수 품목 비필수 품목

주택
19%

여가및오락 & 레저여행
11%

식료품
13%

교통
7%

전자기기및
홈퍼니싱

7%

교육
3%

헬스케어
6%

모바일/인터넷/케이
블/스트리밍

5%

저축및투자
8%

외식및
테이크아웃

7%

필수가정용품
6%

20%

15%

10%

5%

의류및개인용품
9%

주택
10%

여가및오락 & 레저여행
10%

식료품
14%

교통
6%

전자기기및
홈퍼니싱

9%

교육
6%

헬스케어
6%

모바일/인터넷/케이
블/스트리밍

4%

저축및투자
13%

외식및
테이크아웃

8%

필수가정용품
6%

20%

15%

10%

5%

의류및개인용품
10%

미국 한국
United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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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히 소득 수준별 소비자 양극화 심화

1. 소득 수준별 재정 우려는 소비자 양극화 심화를 보여준다

2. 미래 재정 낙관론에서 소비자 양극화가 더 두드러진다

3. 행복 추구 능력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차기 지급결제를 우려하는 응답자 비율(%)

향후 3년 내 가계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 낙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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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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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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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1월

13일

12월

4일

12월

24일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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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월

25일

3월

19일

월

9일

4월

30일

5월

20일

6월

11일

7월

2일

7월

22일

8월

13일

10월

27일

11월

17일

12월

15일

12월

29일

1월

27일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2020년 2021년 2022년

46%

53%55%
55%

71%

6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2020년 초 이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소비자 비율이

저소득층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

고소득층에서 향후 3년 내 가

계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 낙

관한 비율은 최근 수개월간 4

명 중 3명 수준을 보임.

반면 저소득층에서 이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짐.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간 

재정 낙관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1년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점이 변했다

일과 삶의 균형

앞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답한 비율(%)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답한 비율(%)

일과삶의균형
현재를즐기기위해

더많은시간을
쓴다고답한

비율(%) 

앞서나가기위해
더욱노력한다고
답한비율(%) 

고소득층

저소득층

거의변하지
않았다

크게변했다조금변했다거의변하지
않았다

조금변했다크게변했다

중간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행복을 측정하는 한 가지 척도는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할 시간이 있느냐인데, 

미국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능력에도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지난 1년간 미국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비해 현재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는 쪽으로 태도 변화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대량 퇴직‘(Great Resignation)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의 개념을 실존적으로 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모든 소득층에서 감지됐으나, 고소득층이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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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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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스트레스

가정문제

기타건강문제

사회적혼란

일자리또는고용

상황

정치적불확실성

기후이벤트

자녀등교

기타건강문제

글로벌평균

A n x i e t y  d r i v e r s  – R a n k  i n  e a c h  c o u n t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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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안 원인 1위는 재정 스트레스…
가정과 건강 문제가 뒤 이어

국가별 소비자 불안 요인 순위

남북미 대륙 EMEA EMEA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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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전환, 리더십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딜로

이트는 고객들이 이처럼 극도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

도록 차별화된 전문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귀사가 경쟁하고 있

는 시장에서 앞서 나가도록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연구’의 저자들과 함께 

성공 전략을 만들어 보자.

기업 혁신에 대한
'새롭고 향상된' 이해

이노베이션 연구 2021: 유행어 너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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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사람의 입에서 습관처럼 거론됨으로써

‘혁신’은 모든 것을 뜻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 개념이 됐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첫 ‘이노베이션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혁신’의 개념이 오늘날 일

선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리더들에게 어

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정립하려 한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

는 혁신이란 주제 하에 미국 6대 산업 내 사업·기술·혁신 리

더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인터뷰를 실시해(그

림1), 이들이 유행어가 되어 버린 혁신을 새롭게 진화된 기

업 혁신 계획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조사했다. 그

럴 듯한 모델과 철학으로 혁신을 탐구하는 연구는 많다. 하

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 혁신 프로그램

들의 투자, 구조, 운영, 성과의 실상을 들여다보며 선도 기

업들의 차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혁신을 위한 전략, 운영

모델, 측정법이 무수히 많지만,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차이점을 줄줄이 단순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오늘

날의 혁신 계획들은 수많은 형태와 규모로 등장해, 각각의 

특징을 자랑하며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조직

의 더욱 광범위한 성공을 이끌어내는 챔피언 격의 혁신 계

획은 몇 가지 핵심적 특징으로 수렴되며, 우리는 이를 학습

하고 모방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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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1%  

1%
35%  

,     21%
   20%

 40%

 34%

 26%

그림 1

연구 대상자 구성 통계

산업 종류

조직 내 역할 현재 직급

지난 회계연도 총매출

참조: 표본수=413명

연구 방법론

딜로이트의 ‘이노베이션 연구’는 기업의 혁신·기술·사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서베이에 기반한다. 서베이 대상 기업들은 산업, 규모, 사업 모델이 다양하

다. 이 중에서 고성장과 선도적 혁신 역량을 드러내는 기업들을 집중 조명해, 오

늘날 승리하는 기업 혁신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파헤쳤다.

출처: 딜로이트 이노베이션 연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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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정의는 천차만별이나 핵심은 같다

우선 혁신,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살펴보자. 서베이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조직 내 혁신의 의미를 정립하라는 주문을 했더니 대

부분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한 문장, 때로는 한 

단락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유전 서비스 회사 베이커휴즈(Baker 

Hughes)의 젠 하트삭(Jen Hartsock) 최고정보관리

책임자(CIO)는 두 가지 종류의 이노베이션을 언급했

다. 즉,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이노베이션은 공식 사업 

절차를 통해 조직 전체의 지원을 받는 고도로 체계적

인 방식인 반면, 소문자 ‘i’로 시작하는 이노베이션은 

누구나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변화를 이

끌고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응답자들은 산업별 특화된 맞춤형 주요 단계와 

측정 지표를 강조했다(예: 거래 체결 시간의 비용 중립

적 단축). 하지만 응답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났다. 즉 성공적 혁신은 반

드시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향상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원법적 정의는 세탁 세제 용기에나 

붙어있을 법할 정도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

코 간단하지 않다.

혁신이란 새로운 것…하지만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전혀 새로운 계시 같

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 혁신 리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좀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혁신

의 성공 비결은 이미 알려진 성공적 결과를 ‘새롭게 조

합하거나 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혁신

가들은 스스로를 연구자 또는 발명가보다는 일종의 작

곡가, 지휘자, 교류자(cross-pollinator)로 여기고 있

다. 무투크리슈난은 “많은 혁신이 새로운 것(고객, 이

용 사례, 기술)과 낡은 것(구작의 개작)을 함께 실험하

는 과정에서 탄생한다”고 말했다.

혁신이란(재무지표 상) 향상된 것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기존 대체물로부터 

측정 가능한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투

자회사 스라이번트(Thrivent)의 경험 및 혁신 담당 부

사장인 헤나토 마치에로(Renato Mazziero)는 “혁신

으로 분류됐던 것을 더 정확히 파악해보니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혹

은 또다른 인터뷰 대상자가 말한 것처럼, “새로움을 측

정하는 기준은 과대평가돼 있고 향상을 측정하는 기준

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수다.”

일부 가치제안(예를 들어 헬스케어 성과나 시민참여 

등)은 재무지표로 즉각 가시화되기가 쉽지 않지만, ‘동

등한 결과를 위한 비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한 

혁신 리더는 “우리는 개척 가능 지역을 탐사하는 대신 

전략적 우선순위와 주력 부문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

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수익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명가들은 돈을 써서 새로

운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혁신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활용해 돈을 번다는 것이다. 혁신가들은 특허나 디

자인상이 아닌 결국 재무 성과로 평가받는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출시한다.”(“Real artists ship.”)1

더는 “새로움에 대한 열광이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진정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은 통상 연구개발(R&D) 

부서, 즉 자본집약적 비용부문의 영역이다. 미국 금

융기관 앨라이파이낸셜(Ally Financial)의 최고정보· 

데이터·디지털책임자인 사티슈 무투크리슈난(Sathi- 

sh Muthukrishnan)은 “혁신은 제2의 ‘포스트잇®’

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혁신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전혀 새로운 계시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 
혁신 리더는 “새로움에 
대한 열광이 지나치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진정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은 통상 연구개발
(R&D) 부서의 영역이다.

1 The expression "Real artists ship" is attributed to Steve Jobs, as per Quo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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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의 대논쟁

‘혁신 경영’이란 더 이상 30년 전처럼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이라거나 최근 15년 동안 그래왔듯 ‘황야

의 무법지’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최적화하

는 과정에서 여전히 몇 가지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

에게는 쉽고 단순한 결정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이에게

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가 돼 버릴 수도 있는 

만큼, 단순한 흑백 논리로 결정을 내리는 이는 거의 없

다. 즉 우리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도적 혁신가들

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닌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선도적 혁신가’는 혁신 과정에

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 리더십

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

우 전년비 매출액 20% 이상 증대를 기록한 경우(서베

이 응답자의 10%)를 의미하며, 여타 조직의 경우 선도

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한 경우(서베이 응

답자의 8%)를 의미한다.

그림 2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6가지 주요 선택 사항

출처: 딜로이트 이노베이션 연구 2021

  

  +  

목적: 공격 vs. 방어

모든 혁신 프로그램의 중심 질문은 ‘왜 하는가’이다. 

조직마다 각각의 이유로 혁신에 나서지만, 결국 두 가지 

목적으로 귀결된다. 즉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다.

방어적 혁신은 레거시 조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

추며, 통상 경험에 기반한 보수적이고 경쟁적인 세계관

을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

이며 전통적 또는 신흥 경쟁사를 물리치는 것 등이 포

함된다.

반면 공격적 혁신은 조직 전환에 초점을 맞추며, 통

상 진보적이고 선구적이며 창의적인 세계관을 구현한

다.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성장과 재무성과를 꾀하거나 

조직의 문화와 브랜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등이 포

함된다.

이번 서베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혁신을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는 방어적 혁신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27%)이 꼽혔다. 

다만 고성장 기업(지난 한 해 매출 20% 이상 성장)의 

경우는 오랜 기간 유효성이 입증된 공격적 혁신에 해당

하는 재무성과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요점: 성공적 혁신 모델은 처음부터 재무성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

니라 이기기 위해 싸운다. 날고 기는 혁신가들도 장기

적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번 서베이에서 조직 내 위치에 따라 혁신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

어, 기술 리더들은 혁신의 목적을 비용과 효율성에 두

는 반면, 비즈니스 리더들은 재무성과에 뒀다.

출발점: 공급 vs. 수요

혁신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

는 혁신은 한 순간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오랫동안 설파해 왔다. 이번 서베이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혁신의 출발점으로 갑작스

레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꼽은 응답자 비율(15%)

은 가장 낮았던 반면,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며 기존 사

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

서 혁신이 시작됐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달했다. 다

른 응답자 25%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

해 시장을 관찰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시작됐

다고 답했다.

흥미롭게도 고성장 기업일수록 내부에서 혁신의 기

회를 찾았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들은 무엇이 필요

한지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일반 기업보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 관련 문제를 더 우선시했다(23% vs. 전

체 응답자 18%). 또한 일반 기업보다 프로세스 최적화

에는 노력을 덜 기울인 반면(33% vs. 40%), 기술과 시

장 파악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30% vs. 25%).

이는 고객 및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수요 주도의 혁신 모델이 성공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비현실적

이거나 점진적 내부 변화에 따른 공급 주도의 혁신 모

델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자금조달: 예산 배정 vs. 벤처 투자

이번 서베이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매출 대비 비율

로 할당되는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R&D 예산 

배정 방식부터 상향식(bottom-up), 임시(ad-hoc) 

또는 프로젝트 기반 요청에 의한 방식까지 기업마다 

자금조달 모델이 상이했다. 이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혁신 이니셔티브의 상대적 범위와 영향

이 자금조달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특정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

이면 고객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혁신 계획을 시작할 

수 있지만,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 성과가 높은 기업들

의 경우 확정된 반복적 기업 예산보다 해당 사업부의 

자금 조달을 통해 혁신 예산이 운용되는 경우가 두 배

가량 많았다. 또 선도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

평한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에 기반하는 반복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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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약 두 배 많았다.

혁신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정된다면 효

율성과 효과를 높여야 할 절박함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 반면 높은 혁신 성과는 제품 중심의 반

복적 자금 조달과 성과 중심의 민첩한 승인 구조에 기

인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 자금조달 사고방식에 따르

면, 지표가 증명하는 분명한 단계를 달성할 때에야 점

증적으로 일련의 자금조달(series funding)이 이뤄

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러한 벤처 자금조달이 지금

까지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다음 번’ 성

과를 촉진하는 연료의 역할을 한다는 리더들의 인식

을 내포한다. 스라이번트의 마치에로 부사장은 “제대

로 활용할 수 없는 뭉칫돈을 요구하지 말고 성장과 팀

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적 가치 창출원을 파악

하라”고 말했다.

권한: 기술 부서 vs. 기술 부서+타 부서

상당수 리더들, 특히 기술 리더들에게 혁신은 공식

적 책임 범위의 일부가 되고 있다. 준비가 안 된 상태

라 하더라도 이러한 트렌드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서베이에서 혁신이 기술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고 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전략

(48%) 및 운영(43%) 부서가 꼽혔다.

기술 리더들의 혁신 프로그램은 사업 부서와 IT 부서

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기술 리더 47% vs. 전체 응답자 40%). 

기술 리더들은 제품 성능 강화 등 일반 응답자들과 다

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이 가진 제작자 사고방식이 ‘더 좋은 쥐덫’을 

만들자는 편향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또 일부 기술 리더들 사이에 점차 두드러지는 특징

은 고객 참여와 관련된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기술 리더 49% vs. 전체 응답자 40%). 모든 기업

이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 계

획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최고경영진과 달리 기술 리

더, 특히 제품 기술 리더들이 고객사와 더 밀접한 관계

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2

흥미로운 사실은 고성장 기업들의 경우 재무 부서가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고성장 기업 

45% vs. 전체 응답자 30%). 이는 재무 부서가 비용 감

축에만 주력한다는 편견을 깨는 결과다. 고성장 기업

들의 사례에서 또 주목할 점은 혁신의 권한이 한 부서

에만 집중돼 있지 않고 조직 전체에 골고루 분배돼 있

다는 점이다. 선도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

한 기업들의 서베이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응

답자의 절반이 혁신 권한이 조직 전체에 분산돼 있다

고 답한 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분의 1만이 동일

하게 답했다. 이들은 또한 혁신을 주도할 전략 담당 직

능을 보유한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품 기

술 리더가 자동차의 주조종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

지만, 보조 조종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주행 여정이 한

층 편해진다는 점이다. 또 선도적 혁신 기업들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전통적 R&D 부서와 혁신의 주도적 역

할을 공유하는 경우가 적었다.

구조: 집중화 vs. 분산화

이번 서베이 결과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집중화된 

혁신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에서는 해당 

부문에서 ‘새롭고 향상된’ 역량의 사업화 및 상용화에 

어느 정도 깊이(때에 따라 전임박사급 정도)의 전문성

이 필요한지가 실질적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의 혁신은 화학·물

리학·지질학·공학을 망라한 복잡한 과학적 발전을 내

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

성된 집중화된 구조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 응답자 51%). 반면 첨단기술, 미디어·엔

터테인먼트 및 통신(TMT) 산업은 대체적으로 혼합된 

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41% 비중).

전통적 R&D 부문에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지 오

래된 선도 산업인 생명과학 부문은 연합 모델을 수용

하고 있다(25% 비중). 이는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예: 의약품 개발)에서는 전문가 조직(Center 

of Excellence, CoE) 간 교류(cross-pollination)

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생명과학 기

업 일루미나(Illumina)의 알렉스 아라바니스(Alex 

Aravanis) 최고기술경영자(CTO) 또한 “분산화된 모

델은 대규모 기초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계 규

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

다.

모든 혁신 운영 모델은 각각의 장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은 부족한 지식 화

력을 집중하는 수단으로서 당연히 집중화 구조로 기

울 것이다. 더구나 상호 단절된 사일로들을 의도적으

로 연결하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미국 통신사 버라

이즌(Verizon)의 프리얀카 푸쉬카르나(Priyanka 

Pushkarna) 신흥기술 책임자는 “기업의 조직 전체는 

혁신 팀이 추진하고 있는 바를 따라잡을 준비가 돼 있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 팀과 사업 부서 간 협력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측정: 활동 vs. 결과

인터뷰에 응한 상당수 혁신 리더들은 재무성과를 너

무 빨리 측정하면 지나치게 실망할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초반부터 사기가 떨어져 프로그램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리더는 “열매는 다 익은 다음

에 따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

고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성과 지표와 측정을 아예 건너뛰어도 된

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궁극적 재무

성과와 상호 연관된 활동부터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

다. 초기에 측정해야 할 사항의 예는 시작한 혁신 프로

젝트의 수, 혁신 계획에 할애한 시간, 자금 조달이 완

료된 프로젝트의 수 등이다. 이번 서베이에서 성숙한 

혁신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기업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창조하고 전환하기 위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표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vs. 전체 응답자 39%).

이미 자리잡은 여타 사업 분야를 측정하는 잣대를 

이제 막 시작된 혁신에 들이미는 것은 분명 실수다. 

톰 스탯(Tom Stat) 일레븐(ELEVEN) 컨설팅그룹 창

립자는 “핵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혁신에 

사용해봤자 측정이 되지 않는다. 애벌레에게 속도계를 

달거나 나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을 풍력 터빈과 비

교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혁신 과정은, 심지

어 짭짤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배우는 방식에 좀 더 큰 특징이 

있다. 혁신을 시작한 후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만, 

특히 주어진 혁신이 산업화로 향하는 한 고비를 넘겼

을 때에만 전통적 방식으로 재무성과와 경로를 측정할 

수 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혁신은 소리 없이 진행

한 후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 Khalid Kart et al., The new CIO: Business-savvy technologist, Deloitte Insights, April 10, 2020.



기업 혁신 운영 모델

이번 연구에서 혁신의 정의만큼이나 다양한 혁신 운영 모델과 프로그램 유형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모델도 절

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술 R&D

• 기본 내용: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발명으로 이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전통적 방식

• 장점: 지식재산권(IP)이나 영업 기밀로 보호되는 기술적 혁신(breakthrough)이 비약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촉발할 수 있다.

• 주의점: R&D 인력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R&D 프로그램은 대체로 직접적 수익센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기

술적 혁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를 수익화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집중화된 혁신 팀

• 기본 내용: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고객 중심(customer-centricity), 반복적 프로토타이핑(pro- 

totyping) 등에 초점을 맞추는 집중화된 혁신 팀은 통상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 일부 혁신

팀은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완전한 규모의 솔루션으로 변모시키는 혁신 과정

을 중앙집권적으로 관장한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 전체 동료들과 파트너 방식으로 일하는 린 팀(lean team)

을 꾸려 CoE 접근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사내 기업제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기업도 있다.

• 장점: 전담 팀이든 CoE 팀이든 집중화된 혁신 팀은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정통적 방식에 도전하고, 더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는 미래로 조직을 이끈다.

• 주의점: 실제이든 인식된 것이든 상아탑 쟁점은 사라지지 않는 위험이다. 하위직급 구성원의 경우 순환근무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고위 혁신 리더들의 경우 고정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핵심 사업과 

지나치게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산화된 혁신 팀

• 기본 내용: 혁신 팀은 각 사업부의 실무진으로 상주할 수도 있다.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담 팀은 중앙화된 혁신

팀보다 간소화된 경우가 많지만, 요구, 역량, 수익화 경로 등을 더욱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

능별 또는 수평적 혁신 팀(예: 재무혁신 팀, HR혁신 팀)은 기존 지휘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점: 분산화된 혁신 팀은 대체로 가치를 추구하며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는 배제한다. 희소성이 혁신을 낳는 

구조이며, 수직적·수평적으로 예산이 최소한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된다.

• 주의점: 분산화 전략의 태생적 위험인 불필요한 중복과 고립된 사고방식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따라 혁신에 

따른 성과와 교훈을 조직 내 더 넓은 범위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항시 필요하다.

생태계 참여

• 기본 내용: 혁신의 영감을 얻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는 신흥 기술과 잘 나가

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혁신 중심지에 전초기지를 세우거나 첨단기술 기업 및 학계와 연

합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및 인큐베이터(incubator) 프로그

램과 파트너십을 맺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개별 스타트업에 투자

하거나 이들을 인수해 산업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장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역량까지 시야를 확대해 혁신 목표 달성을 급격히 가속화할 수 있다.

• 주의점: 통합에 따른 복잡성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 인수, 연합 등을 통해 명확하고 강력한 드림 팀을 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통합은 순식간에 복잡성이 난무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혁신 리더들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대신 가능한 모든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최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의 R&D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혁신 매개체를 R&D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마케팅과 전략 등 다른 부서도 중앙화된 혁신 팀과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법무 팀이나 회사의 돈줄이 

되는 생산라인 등 다른 부문도 자체 분산화 및 부서별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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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의 원칙
시작하라, 계속 정진하라, 관리하지 말라

혁신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둘러싼 다수의 논쟁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혁신 결과(‘새롭고 향상된 

재무 성과’ 항목을 보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불변의 원칙을 제시한다.

시작하라

성공적인 혁신 프로그램은 동적이다. 즉 이론적 개

념보다는 추진력과 실질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3 또 

움직이고 전진하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결국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자 하는 이들은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 데이터가 보여준다.

지금 시작하라

이번 서베이 결과, 혁신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면 분

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 기

업들은 평균적 기업들에 비해 선도적 혁신 역량을 갖

출 확률이 두 배 높았다. 또한 혁신 프로그램의 연식과 

그것이 함유하는 성숙도는 가시적 성공과 더욱 큰 연

관성을 보였다. 혁신 성숙도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

은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 평

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인터뷰 결과도 이를 뒷받

침한다. 스라이번트의 마치에로 부사장은 “분명한 전

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혁신을 통

해 얻고자 하는 바를 먼저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역방

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모바일 앱을 출시하는 등의 

신속한 결과를 얻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림 3

성공적 혁신 성과를 얻는 단계

 
  

 

1  2  3

출처: 딜로이트 이노베이션 연구 2021

혁신의 시작은 로켓 과학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다. 혁신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초기 단계보다

는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당연

한 원리를 따른다.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두 가지 

조언은 i)투자를 시작하라 ii)어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오늘 당장 혁신 역량에 

투자를 시작하라는 의미다.

통 크게 시작하라

약 300년 전 아이작 뉴턴은 ‘힘(F)=질량(m)ⅹ가속도

(a)’의 운동법칙을 설명하며, 충돌하는 힘은 단지 속도만

이 아니라 ‘무게’도 작용한 결과라는 개념을 개척했다. 이 

공식은 ‘혁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성과가 높은 혁

신 프로그램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고, 규모에 따른 힘을 

받는다. 조직 전체의 의지와 인식, 지원이 약한 잠정적 혁

신 노력은 쉽고 빠르게 사라져버린다. 반면 과감한 목표

와 전용 자원, 견고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혁신에 전념

하는 리더들은 헤어 나오기 힘든 위험한 상황을 더 잘 피

할 수 있다. 한 혁신가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상당

수 대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하다가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 혁신은 경기침체나 최고경영자(CEO) 교

체와 같은 대형 사태를 이겨내며 검증될 때까지는 기껏해

야 실험에 불과하다.”

전 세계 경영학도들은 쓰리엠(3M)의 사례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3M은 과감한 혁신 프로그램을 조직 DNA

의 중심에 내장해 이른바 ‘30% 법칙’을 만들었다. 각 사

업부의 매출액 중 30%는 지난 4년 이내 출시한 신제품

에서 창출한다는 원칙이다.4 3M은 전사적으로 이 원칙을 

엄격히 따랐고, 직원 상여금은 이 원칙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한 과감한 목표는 ‘새로운 것

과 개선된 것’을 조직 운영 모델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

번 서베이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성장 기업들은 신

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전체 평균

보다 높았다.

‘통 크게 시작하라’는 테마는 명료성, 의지, 책임감의 특 

징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서베이에서 명확하게 

정립한 목표와 역할을 지닌 리더들이 이끄는 분명하게 

정립된 팀이 산만한 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게 혁 

신은 단지 ‘중대 사안’이 아니라 브랜드의 ‘중심’이다. 서베

이 결과 이들 기업은 브랜드 차별화를 혁신의 중심 목표

로 삼은 비율이 더 높았다(48% vs. 전체 응답자 33%). 버

라이즌의 혁신 리더인 푸쉬카르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혁신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다. 혁신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전

담 팀을 꾸린 후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육성할 때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사일로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연

결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때에도 보상을 해줘야 한

다”고 말했다.

이번 서베이 결과도 같은 맥락을 보였다. 선도적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은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상품으

로 탄생시키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평균

보다 훨씬 많았다(50% vs. 전체 응답자 평균 39%).

함께 시작하라

가속도도 확보했고 질량도 확보했다면? 이제 귀사의 이

해관계자, 특히 최고경영진이 귀하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

신을 진정 이해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는 있는지가 관

건이다. 이번 서베이에서 최고경영진이 혁신에 대한 의지

와 이해가 강할수록 최근 매출이 더 강력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도적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최고경영진이 혁신 목표 달성에 완전히 동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44% vs. 전체 응답자 평균 36%).

혁신 팀이 최고경영진의 동참과 지원 없이 격리된 상태

3 Kart et al., The kinetic leader: Boldly reinventing the enterprise, Deloitte Insights, May 18, 2020. 4 Vijay Govindarajan and Srikanth Srinivas, "The innovation mindset in action: 3M Corporation," August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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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제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 해도 수동적으로 비

판을 받는 대상으로 평가절하되기 쉽다.

혁신의 초기 성과는 ’확실히’ 새롭고 색다를뿐더러 이미 

자리잡은 여타 사업에 비하면 사소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

므로, 비판적인 리더들은 혁신 성과를 보고받더라도 때때

로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의 항체’로 

분신해 “흥미롭지만 큰 도움이 못 되는군”이라는 평가로 

성과를 일축하거나, 전형적 벤처 투자자로 분신해 “성과

를 더 키워서 가지고 오라”며 압박할 수 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혁신 팀이 사업 부서와 지나치게 

독립된 상태로 일하게 되면, 일을 벌일 때마다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셈이 된다. 인간의 본성이란 처음부터 

동고동락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혁신 초기 단계부터 최고경영진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최고경영진은 자신

이 맡은 역할을 비평가에서 공동연출자로 적극 선회할 것

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함께 개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일군 것에 애착을 가지고 이를 더욱 키워주려 하

기 마련이다.

계속 정진하라

이번 서베이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혁

신 계획이 처음에는 낙관론과 긍정적 의지로 시작됐다가

도 초기 실패에 좌절돼 모멘텀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점이다. 서베이 결과, 평균적으로 혁신 노력의 약 

절반만이 당초 의도했던 가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성공률은 혁신에 쏟은 시간과 비례하는 양상

을 보였다.

대기업에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

기시돼 있다. 역사적으로 성공으로 점철된 안정적 조직을 

관리하지 말라

고(故)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혁신에 관한 선구적 고전 ‘혁

신기업의 딜레마’(The Innovator’s Dilemma)로 재계에 

혁신의 개념을 소개한 지 근 25년이 지났다. 그 후 한 세

대 동안 수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스테이지게이트

(stage-gate) 프로세스와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도입

해 혁신을 오늘날의 공식적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혁신은 그저 빈둥거리며 허황된 아이디어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오늘날 혁신 팀들은 여느 

팀보다 화려한 학위로 무장하고 비즈니스 수트를 철저히 

갖춰 입으며 전문성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서베이에서 혁신 팀을 관리하는 최상의 방식이 

무수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리더 

들 스스로가 세부 통제를 ‘자제’하면 더욱 성공적인 결 

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네이션와이드 보 

험(Nationwide Insurance)의 에릭 로스(Erik Ross) 

인수합병(M&A) 및 벤처캐피털 책임자는 “가장 낮은 직

급의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결정하

게 할 때 혁신이 이뤄졌다”며, “관리하지 말고 조언하라”

고 언급했다. 다른 혁신 리더 또한 “개인적으로 성숙할수

록 내가 할 일은 ‘어디에서 막혔는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

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베이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 

18개월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룬 기업들은 혁신

의 권한을 조직 전체에 고르게 배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48% vs. 전체 응답자 34%). 베이커휴즈의 하트삭은 “차

세대 혁신가를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의 의미를 둘

러싼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받은 이들 기업의 리더들은 승리할 때 보다 패배하

지 않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험

은 보상과 매출을 위해 관리되기 보다 무조건 줄여야 하

는 비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

익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도를 따라야 하며 지름길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스타트업 세계에서 실패는 축하를 받아야 할 중

요 이정표로 간주된다.5 스타트업 창립자들이 ‘패배’를 원

하기 때문이 아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수익 창출에 대해 배움이 선행돼야 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반복적 인고의 시간을 ‘제

품-시장 적합성’(product market fit, PMF)을 찾는 여정

이라 부른다.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의 한 혁신 리더는 “혁신

과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비교는 체스와 체커의 차이에 비

견된다(체스가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라는 표현). 체스에

서는 폰 몇 개를 잃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라바니스 일루미나 CTO는 “어려운 무언가를 정복하려

는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패했을 때 벌주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면 수동적 태도만 

강해지고 불굴의 의지를 꺾고 만다”고 말했다.

혁신 리더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창립자의 사고방식을 

택하면 희소성이 아닌 풍요의 사고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실패가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닌 투자한 것이

라는 점과 더불어 중심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겪은 지

속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더 나은 수익 창출의 비법이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서베이에서 혁신 성숙도

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배움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78% vs. 

전체 응답자 54%).

한 혁신 리더는 “혁신을 즉각적 성공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년간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FailCon website, accessed August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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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을 위한 참조 모델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떻

게 하라는 것인가? 기업 경영자들에게 정보와 인사이

트란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수익을 창출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궁극적 목

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우리는 경영자

들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실행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

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업 혁신의 참조 모델을 제시한

다. 이는 귀사의 혁신 노력을 위한 정보와 영감, 보호

장치를 제시하는 일종의 커닝페이퍼가 되어줄 것이다.

그림 4

기업 혁신을 위한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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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이노베이션 연구 2021

질문 던지기: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라

가장 성공적 혁신 프로그램은 우선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얻어낼 가치가 있는 기

회나 풀어낼 가치가 있는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야, 새

로운 아이디어 구상이라는 좀 더 화려한 업적처럼 보

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리더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문제란 감탄

하며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혁신

을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가치 있

는 시간이 된다. 다운스트림 혁신 노력이 적합한 이해

관계자의 적합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리더들은 망치라는 하나의 해결책을 들고 다니며 보이

는 문제마다 똑같이 해결하려 드는 뿌리깊은 잘못된 

습관을 조금씩 고칠 수 있다.

사업 구상: 조금 새롭고 많이 향상된 것을 내놓아라

귀하의 책장은 아이디어 얻는 법을 조언해주는 책들

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책장 한 귀퉁이에 

아이디어의 새로움 보다 향상 수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태고자 한다. 어

떤 계시와도 같이 탄생한 발명품보다는 이미 증명된 

성공 사례를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 및 응용하는 것이 

더 훌륭한 수익을 창출한다.

발명 및 투자: 만들거나 인수하라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면, 이제 

다음 실행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단계가 해소의 즐거움을, 사업 구상 단계가 창조의 즐

거움을 줬다면,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 

oduct, MVP)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적으

로 비용과 기술이 집약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

당수 주요 기업들이 자체 발명보다는 서드파티 역량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다. 두 가지 전략 모두 긍정적 재

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리더들은 MVP에 도사린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실행가능한’(viable), 즉 사용

가능한(usable) 첫 번째 시도보다 못한 무언가에 자

금을 투입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실망하고 충분한 배움

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 ‘최소한의’(minimum) 최

초 구현물보다 넘치는 무언가에 투자하면 버려지는 것

이 생길 것이다. 한 혁신 리더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을 겨냥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반복: 배움은 수익 창출의 어머니

이번 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난 사실은 실패를 혁신 

과정의 오류로 보지 않고 특징으로 간주하는 기업들이 

지속적 혁신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앞

서 언급했듯 실패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코드이며, 

배움은 반복 최적화를 위한 코드이다. 주요 기업들은 

과거 경험 때문에 자연스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

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리더들은 초기 단계의 혁신

에 전통적으로 높디높은 기준을 들이미는 우를 범해

서는 안 된다. 유명 벤처 투자자 스티브 블랭크(Steve 

Blank)는 스타트업은 사업이 아니며, ‘반복적이고 규

모 확대가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6이라고 설명했다. MVP에서 제품-시장 적합성

(PMF)으로, 비용센터에서 수익센터로 바꾸어 나가는 

실험과 오류의 여정에 있는 기업 혁신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화로에 기름을 부어라

규모 확대가 대부분 스타트업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대기업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강점이다. 스타트업 리더들이 대기업의 관료주의와 정

6 Steve Blank, "What's a startup? First principles," steveblank.com, January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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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방식, 기업지배구조 등이 규모 확대 이전 단계의 

활동을 가로막는 해악이라 매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하지만, 작은 성공을 큰 성공으로 키우는 일은 확

실히 대기업들이 가장 잘 한다. 여기에서 혁신 리더들

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른 혁신이 슬

슬 수익 창출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인력·

기술·프로세스 등의 지원과 함께 적합한 곳에 대내외

적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아끼지 말고 연료를 듬뿍 부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주의할 점은 혁신의 통

제권을 너무 빨리 전통적 제품 및 재무 관리자에게 넘

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도토리 단계는 벗어

났지만 아직 묘목 단계이므로 다 큰 나무보다 더 충분

한 영양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묘목은 충분한 자양분을 흡수해 결국 커다

란 나무로 자라, 미래 혁신가들, 심지어 경쟁자들도 최

고의 혁신 방법이라며 우러러보는 날이 올 것이다. 운

이 좋다면 귀하의 선구적 혁신 방법이 언젠가는 유물

이 되어 새로운 사고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

귀하의 혁신이 유물이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한층 전진하는 힘으로 삼아라. 그러한 결과는 

귀하가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는 의미이다. 오늘날 귀하의 혁신은 미래 혁신가들이 

기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계속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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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방법론

딜로이트는 웨이크필드 리서치(Wakefield Re- search)와 

공동으로 ‘딜로이트 2021 사이버의 미래 서베이’를 실시했다. 

서베이는 2021년 6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연 매출 5억 달

러 이상인 기업의 고위 임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으로 

실시됐다. 서베이 대상자는 최고정보보호 책임자(CISO) 약 200

명, 최고정보관리책임자 (CIO) 100명, 최고경영자(CEO) 100

명, 최고재 무책임자(CFO) 100명, 최고마케팅책임자(CM- O) 

100명으로 구성됐다.

복잡해지는 사이버 생태계,
시야 확보가 시급하다

사이버의 미래 2021 서베이

Emily Mossburg  외 7인 ㅣ Deloitte Cyber

03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230 231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복잡성을 들여다볼 시야를 확보하라

오늘날 우리는 사방이 사이버로 둘러싸인 세 상에 살고 

있다. 특히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 서 각종 디지털 전환 계

획의 실현 속도가 점 차 가팔라지고 있다. 기술 혁신과 이

러한 혁 신이 창조하는 문화는 엄청난 속도로 발생해, 기

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위험을 이해, 측정, 대응하려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 잡기가 힘들다.

600

5

40%
28%
32%

명 대상

억 달러 이상 기업

북남미

EMEA

아시아태평양

위험이 급증하는 환경에서도 우리 고객들은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클라우드 전환(migr- 

ation to the cloud)을 계속 우선순위로 삼 고 있다. 단

순히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데이터 흐 름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각기 다른 사업분야가 연결되고 고객 정보의 활용이 풍

부한 고객 경험으로 이어진다. 이번 서베이 결과 또한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이 대세임을 시사했다. CFO 응답

자의 94%는 재무 시 스템 또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라고 답했다.

현재동향 

오늘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프레

미스(on- premise) 인프라에 하이브리드 정보화기술

(IT) 및 서드파티 클 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접목

시켜 다양한 기술과 서비 스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기업의 사이버 환경이 이처 럼 첨단화, 통합화하면

서 기존의 인하우스 IT 아키텍처와 전 혀 다른 새로운 관

리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서베이에서 상당히 많

은 CIO와 CISO(41%)가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점 차 복

잡해지는 하이브리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시야 확보를 

가장 중대한 과제로 꼽았다.

시장 압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팬데믹이 원격 근

신뢰 배제, 상시 인증

서베이 응답자들은 조직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가로막 는 가장 큰 장벽으로 복잡한 영역을 넘나드는 데

이터 관리 (44%)와 조직 차원에서 사이버 위험을 더욱 

우선시할 필요 성(31%)을 꼽았다. 다행히 현재 제로 트

러스트(zero-trust) 아키텍처는 실행 가능하다. 제로 

트러스트는 단순한 개체 인 증 대신 지속적 위험 파악에 

기반한 실시간 접속 결정 방식 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를 통해 경계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오늘날의 생태계 속

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키 텍처의 모든 구

성 요소가 취약하고 모든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무를 고용의 한 가지 영구적인 특징으로 선포하는 역할

을 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빠르게 업무 환경을 전환

하면서 공격 노 출면(attack surface)도 가파르게 확

장됐다. 확장 속도가 워 낙 빨라 이에 따른 보안 문제를 

숙고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 도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이버 공격도 증가했다. 이번 서 베이 응답자의 69%

는 2020년 초부터 2021년 5월까지 자 사가 경험한 사

이버 위협이 ‘증가했다’ 또는 ‘대폭 증가했다’ 고 답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과 지역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

났다. 또 응답자의 32%는 이에 따른 가장 큰 여파로 

운 영 차질을 꼽았고, 지식재산권(IP) 침해(22%), 주가 

하락 (19%)이 뒤를 이었다.

최근 연산 능력의 발전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존재감

과 도 입이 확대되면서 각 기업의 문화가 더욱 광범위하

게 변화 하고 있다. 사이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 방

식에 그치지 않고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된 일련의 솔루

션을 제공함으로써 적 대적 행위 및 이에 따른 사업 위

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 야와 함께 이러한 위험을 줄

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결

론은 IT 부서와 비즈니스 부서간 협 력뿐 아니라 전사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위 임원

연수익

본사위치

매출 감소 규제당국의 벌금 

기업 평판 악화
14%1 7% 지식재산권 침해22%

인재 확보 및 
유지 곤란16%

주가 하락19%

기업 운영 차질32% 경영진 교체17%

기타3%고객 신뢰 상실, 
브랜드 이미지 악화17%

그림 1

기업 혁신을 위한 참조 모델

*최대 두 개 복수 응답 허용, 백분율 총합이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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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급격한 진화가 발생하는 과도기다. 

현재 기업들이 마주한 최대 과제는 하이브

리드 IT와 디지털 전환이다. 이로 인해 환경

이 한층 다각화되고 복잡해진다. 더욱 분명

한 시야 확보, 특히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시야 확보가 기업들의 최우선사안으로 떠오

르고 있다.”

Emily Mossburg, 
딜로이트 글로벌 사이버 리더

사이버 방어 재정비
해커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의약품 특허, 엔지니어링 및 제품 특 허, 고객 정보를 비롯한 중요 데이터 등 자

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이들의 이해도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사이버 방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서

베이에서 자사 연 매출액이 300억 달러 이상인 응답자의 약 75%가 2021년 사이버보안 지출액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점차 복잡해지는 생

태계에서 증폭되는 위험에 대해 보다 분명한 시야를 확

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진해 조직 내부

뿐 아니라 파트너사와 서드파티 공 급업체까지 포함하

는 프로그램화된 지배구조를 촉진해야 한다.

기술 변화와 맞물려 CISO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사

이버가 기업 조직 곳곳에 스며들면 조직도에서 CISO

의 위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보고 체계를 간소화

할 뿐 아니라 CEO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위치

를 부여해 CISO가 사업 우선순위를 더욱 잘 이해하고 

현재 발생하는 혁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ISO가 이처럼 새로운 운영자 역할을 맡 음으로

써 조직 전반에 더욱 많이 개입하게 되면, 사이버 팀은 

필요한 요구 사항과 기술 솔루션, 통제 시스템을 처음

부터 혁신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계획 착

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개

발 전(全) 단계의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가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

오해지는 점을 반영해 2021년 서베이는 사이버를 직

접 감독하는 리더뿐 아니라 CEO, CFO, CMO, CIO, 

CISO 등 사이버의 역할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리더들까지 포함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

록 지역별, 산업별 차이는 있으나 이들 리더들은 비슷

한 정서를 표출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단순한 조직적 혹은 기술적 솔루션만으로는 현대 비

즈니스를 떠받치는 통합 생태계의 점차 복잡해지는 양

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조직, 문화, 운영 

방식을 모두 통합하면 사업 계획의 핵심 부문, 기업 문

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술 생태계에 사이버를 내

재화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현재 생

태계의 복잡성이 창출하는 위험을 파악하는 조직의 능

력과 더불어 차세대 기술 진화로 인해 상호연결성이 지

속적으로 심화하는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 능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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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와 전환이라는 과제
산업군을 막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신속히 개발, 출시해야 한다.

혁신 사업 모델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단순히 디지털

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을 아우르며 참신한 고객 

경험을 창출한다. 다만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기업은 새

로운 형태의 사이버 위험 에 노출되기 때문에, 진화하는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운 사이버 전략이 필요

하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 임원과 이사

회 위원들은 변화를 수용하고, 사업 분야를 통틀어 효과

적 지배구조를 창출하고,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발전

시 켜 서드파티의 사업까지 포함해 새롭게 연결된 사업 

영역을 철저 히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안에 대한 효과적 투자를 단행한 후 

경영진이 사이버 위험을 제대로 이해 해야 한다.

향후 12개월간 디지털 전환 계획의 순위를 묻는 질

문에 서베이 응답자들은 데이터 애널리틱스(16%)를 1

위로 꼽았고, 클라우 드(15%)와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사이버 위험의 이해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운

영에 차질을 빚고 힘들게 쌓아 올린 기업 명성을 한 순

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사회가 사이버 위험을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

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이미 익숙한 

위험과 사이버 위협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

다. 사이버 위험 프로파일 분석은 재무 건전성을 파악

하는 것과 유 사한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해당 기업이 노출된 사이버 위험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해로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이번 서베이 응답자 41%는 사이버 성숙도 평가를 

기준으로 사이버 투자 결정 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

고, 35%는 리스크 정량화 툴을 도입했다고 답했으며, 

23%는 자사의 사이버 리더십 경험에 의존한다고 답했

다. 새로운 또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얼마나 

자주 위험 분석 및 위협 모델링을 실시하느냐는 질문

에 CIO와 CISO 응답자 37%는 분기별, 29%는 월별로 

실시한다고 각각 답했다. 이러한 평가를 실시할 책임은 

대체로 CIO와 CISO에게 있지만, 더욱 넓은 범위의 이

해관계자들이 그러한 노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ERP 프로그램(15%) 등을 우 선순위로 꼽았다. 또 올

해 해당 질문의 항목에 운영기술(OT)·산업제어시스템

(ICS)이 포함됐고 14%의 응답자들이 이를 최 우선순위

로 지목한 것은 범 산업적으로 공장 및 운영 기술 환 경의 

디지털화와 현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가히 혁명적이다. COVID-19 

팬데믹으 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달려가자, 이러한 변

화는 즉각 뚜렷 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당한 인력이 갑자

기 원격 근무로 전환 하면서 전체 사업 부문은 거의 즉각

적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클라우드와 섀도 IT(shadow 

IT)부터 ICS까지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생태계

는 대부분 구축된 상태여서 빠른 규모 확 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뒤에 도사린 수많은 사이 버 위험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으며, 현재 적절한 수준으로 이 러

한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할 수단을 가진 기업도 거의 

없는 실 정이다.

IoT

OT / ICS

기타
1% 데이터 애널리틱스

16% 

클라우드

15%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ERP 프로그램

15% 

14% 

13% 

블록체인 / 
암호화폐

12% 

AI / 인지 컴퓨팅
14% 

그림 2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계획 우선순위

고위 임원과 이사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자사가 노출

될 실제 위험을 파악하고 다른 종류의 위험과 동등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Matthew Holt, 
글로벌 사이버 전략 & 전환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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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질주?

기업 경영진이 규모의 경쟁에만 사활을 걸다 보면 사

이버 위 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에만 주력하

는 디지털 전 환 노력을 펼치기가 십상이다. 시장 확보 

경쟁에만 열을 올 리면 시야가 좁아져 중요한 사각지대

를 놓치게 된다.

고객 접점부터 지능형 공장, 원격 근무 직원들의 기

기까지 사이버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지금, 바이

러스 퇴치 소 프트웨어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IT 부서

의 비밀주의 시대 는 끝났다. 네트워크 운영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사고가 필 요하다.

오늘날 CISO에게는 모든 사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

고, 조직 전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전략

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의 우선순위와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 투자가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대부분의 CFO는 이러한 투자의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사이버 투자의 성과는 대개 ‘제로’

이기 때문 이다. 사이버 투자의 최대 성과는 사이버 사

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CISO

가 사이버 예산을 어 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지난 2019

년 서베이에서 CISO와 CIO 응답자들은 사이버 예산이 

다양한 사이버 프로그램에 골고루 할당됐다고 답했다. 

2021년 서베이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아, 비

슷한 응답이 나왔다. 고위 임원들은 사이버 위험 관리

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위협 분석 정보, 포착 및 모니터링, 사이버 전

환과 더 불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록 

사이버 예산도 확대된다. 전 세계 CISO와 CIO는 자사

의 사이버 방어를 구 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내 또는 

클라우드를 위한 사이버 솔 루션 규모 확대 ▲사이버 및 

기술 회복력 ▲인공지능(AI) 주도 위협 평가 및 파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IoT
10% 

클라우드 이전 및 통합

10% 

데이터 보안
12% 

애플리케이션 보안
11% 

인프라 보안

11% 

사건 대응 / 재해 복구

10% 
위협 포착 및 모니터링

13% 

12% 
사이버 전환

신원 인증 솔루션
11% 

그림 3

기업 사이버 예산은 전반적인 위험 완화를 위해 고르게 분배된다

올바른 사이버 팀 만들기

이사회나 고위 임원에게 사이버 보안 전문가

가 되라고 주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

지만 이사회는 사이버 팀을 구성해 이들을 통

해 생태계 시야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핵심 인력 채용은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

진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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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인가 침해인가? 
개인정보의 윤리적 활용
사람들은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기대한다. 음식 배달부터 여행, 헬스케어까지 과거 자신의 사용 이력에 기반한 매

끄러운 경험을 원한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관심도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쿠폰을 끊임없이 뿌려 대는 

마케터는 원치 않는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온라인과 대면 경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수익과 손실, 심지어 장기적 생 존 여부까지 결정된다.

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라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개인정

보보호와 보안 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고

객과 이 정도의 친밀한 관계 를 맺는 것이 사업 모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문해 보라.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신중하게 파악

하라.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관리

자와 데 이터 저장 및 보호 방식을 파악하라. 이번 서베

이에서 CMO 응답자 중 대다수(85%)가 글로벌 데이

터 보안 규제 준수를 측정 및 입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만한 데이터 수집을 경계하라

나중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데이터를 방만

하게 수집하면 자원을 낭비하게 돼 결국 실패할 가능

성이 높다. 고객들은 분명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개

인정보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맞춤형 인간

적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적 으

로 활용해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역으로 보자

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마주하게 되는 위험도 

늘어난다. 결국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 이번 서베이에서 CMO 응답자들 사 이 고객 경험

을 맞춤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그렇다

85%

아니다

11%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4%

그림 4

글로벌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를 측정 및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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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

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일종의 투자로 

보고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제

공하면 삶이 더 편해져야 한다. 그리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개인 정보 또한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정 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

택할 수 있도록 대리 시스 템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

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 고객과의 관계

는 한층 심화된다.

귀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이들의 행동에서 나타

난다. 고객 신뢰도와 비즈니스 빈도수는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고객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경

우 제품 및 서비스를 재구매할 확률이 540%나 상승한

다. 이와 비슷한 고객의 행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나타

난다. 결과적으로 신 뢰받는 기업은 경쟁사를 월등히 앞

선다. 예를 들어, 신뢰받는 기업은 지난 1년간 두 배 강

한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이번 서베이에서 CMO 응답자 91%는 자사가 데이

터 수집 과 신뢰 창출 간 균형을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고위 임원들도 CMO들

의 이처럼 높은 자 신감을 공유하고 있을까? 사각지대

를 간과하지 않도록 협 력에 기반한 접근법이 분명 필

요한 대목이다.

*딜로이트 HX TrustID 연구, 2020년 10월~2021년 6월

어느 정도

규제보다 윤리가 우선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과 적극적 사회 문제 해

결 노 력에 지지를 보내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자로서

의 영향력 을 행사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

은 기업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이러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의무와 금지 사항에 대해 규제당국의 

규정과 지침만을 따랐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귀사가 개인정

보의 활용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

이 개인정보를 기꺼이 공유할 것이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설명은 평이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 돼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 위치하건 신뢰를 DNA에 내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

시하는 기업 은 고객의 신뢰 강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용자 동 의서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고객들이 개인정보 를 손쉽게 열람, 삭제, 이동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귀사가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다면 고객들은 기꺼이 개인정보를 내줄 것이다.

신뢰를 등불로 삼아라

귀사가 창출하려는 고객 경험의 개요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파악하라. 모

든 조직 구성원이 신뢰 창출의 책임을 지도록 하라.

매우

51% 40%
개선 필요

9%

그림 5

귀사의 마케팅 부서는 데이터 수집과 신뢰 창출 간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

01 02 03 04 05 06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라.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수집하지 말라.

사일로를 해체해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조직 전체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창출하라.

신뢰를 낳는 
매끄러운 경험을 
창출하라.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실수를 만회하고 
더 강한 신뢰를 
창출할 기회로 
전환하라.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모든 
부문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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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를 해체하라

CMO와 고객 경험 책임자들은 브랜드와 마케팅 요

구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 직전 단계에서야 데이

터가 올바른 방식으로 수집됐는지 CISO의 검토를 받

는다.(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CISO의 대답은 ‘올바르지 

않다’이다.) 모든 구성원이 각기 다른 팀에 속해 있다. 

한 팀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이 목표

인 반면 다른 팀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 이를 보호하

는 것이 임무이다. 접근법을 개 선하려면 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에 적극 대응하라

아무리 조심해도 데이터 유출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데이터 유출은 만일의 사태로 상정하고 항상 대비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더욱 악

화 시킬 수 있다. 귀사의 대응 방식은 귀사가 어떠한 브

랜드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데 이터 유출 시나리오를 시

험하는 사이버 팀과 함께 사고 대응 계획을 리허설해보

고 협업을 통해 회복 계획과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서베이에서 CMO 응답자 46%는 분기에 한 번

씩 사이버 사건 대응 계획과 시 험에 참여한다고 답해, 

사이버 부서와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을 시 사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다. 아르헨티

나, 독일, 호주의 CMO 응답자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자사와 고객 모두의 위

험을 완화할 필요성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각기 다른 고객 경험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데

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 기업은 사일로(silo, 부서 비

밀주의)를 벗어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

요하다. 이는 양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커 뮤니케이션이 점차 브랜드 의도와 메시지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설계할 때 마케팅 부

서와 협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 팀과 더욱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룬 것으로 나

타났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

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분

명히 제시하고, CEO가 직접 보내는 서한, 선물, 여타 보

상 등 귀사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 채널을 파악하라.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고객과 제대로 소통하면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

겨내면 귀사의 명성은 빠르게 회복돼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분기마다46% 연 1회42%

참여하지 않는다4% 2년에 한 번3%

가끔3% 항상2%

그림 6

귀사의 ‘사이버 침해사건 대응’ 계획 및 시험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

“고객과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보안, 신원 인증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고객은 다음의 사안을 알고 

싶어한다. 이 기업이 나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려 하는가? 나의 정보를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가, 

아니면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Annika Sponselee, 
글로벌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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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환경 확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IT 자원은 명확히 규정된 경계 안에 갇혀 있었다. 외부 에 존재한다면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지만, 내부에 존재하든 것은 모두 어떠한 의심도 없이 태생적 신뢰를 얻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 결되는 초(超)연결 세상에 살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경계가 무너진 상 태다.

제로 트러스트 개시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 또는 솔루션이 아니며, ‘신뢰를 배제하고 상시 인증한다’(Never trust. Always 

verify)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아키텍처 정책의 묶음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전통적 경계 기반 또는 성벽과 해자

(castle and moat,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하 드웨어 방식으로 고정되고 경직된 보안 체계 안에서 보호되는 것을 의

미) 보안 관리 방식을 버리고 필요 시 개별 자원과 소비자 간 신뢰가 구축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끊임없이 

재인증되는 내외부 요인에 기반해 신뢰 연결 구조가 수립된다.

이번 서베이 응답자 72%는 지난 한 해에만 자사가 1~10건의 사이버 침해 사건 및 유출 사태를 겪었다고 답했다. 

기업의 보안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오늘날의 과제는 ‘태생적 신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

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는 현대 보안 아 키텍처를 구축하는 방식에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제로 트러

스트가 이 임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01 02 03 04 05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이유  

급격한 
디지털화로 IT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장소와 
기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요구하는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발전으로 
인해 클라우드 
도입으로 방향이 
전환하고 있다.

사업 협력과 
공급망 통합이 
더욱 개선되고 
용이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이버 
방어 능력으로는 
극도로 교묘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시간 접근 제어

마침내 우리는 실시간으로 위험에 기반한 역동적 접근 제어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연산 능력과 기술을 갖추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접근 허용’ 또는 ‘접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다. 모든 연결 요청은 집합적 전후 관계 요인을 반

영해 인증돼 위험 기반 접근 결정을 도출한다.

• 소스 연결 요청의 출처가 인증 또는 권한을 받은 사용자인가?

• 출처나 정체가 확인된 안전한 기기인가?

• 요청하는 사용자가 거의 항시 이 지역에서 연결하는가?

• 연결 시간이 사용자의 히스토리와 일치하는가?

• 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다른 신호나 위협 정보가 있는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려면 대대적인 

‘제거와 대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

다. 한 걸음 물러서서 목표한 상태를 달성하

기 위해 반복적이고 점증적 단계를 전략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Andrew Rafla, 
미국 제로 트러스트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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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이번 서베이는 조직 전체의 사이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CIO와 CISO가 짊어져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큰 과

제로는 전환과 하이브리드 IT가 꼽혔으며, 사이버 위생, 인력 부족, 섀도 IT 등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라!

한 걸음씩 차근차근

대부분 기업은 알게 모르게 제로 트러스트 경로를 밟

고 있다. 전술, 전략, 아키텍처 등 어떤 요인이 주도하느

냐에 따라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로 트러스

트는 모든 산업과 섹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만

병통치약은 없다. 제로 트러스트는 수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계획이며, 부서와 IT, 다양한 사이버 영역 간 사

일로를 무너뜨리는 완전한 탈바꿈이다. 제로 트러스트 

여정에서는 누구도 위험과 장애물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이겨내고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

십 지원과 투자, 조직 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귀사와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원동력, 기존 역

량, 실제 사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의 기본 또

한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러한 

자 산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누가(신원), 그리고 무엇이

(기기) 이러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접근한

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

하기 위해 조직은 IT 자산 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역

량을 우선시해 자산 및 데이터의 범 주와 중요성을 파

악해야 한다. 또한 접근 제어 정책을 세울 때 이러한 전

후 사정을 활용해야 한다. 이후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E2E(end-to-end) 전략에 내재하면 분명 원하는 사업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

지 않다. 이번 서베이 응답자들은 조직 전반의 사이버 

보안 관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과제로 ‘데이터 관리·

경계 및 복잡성 증대’를 꼽았다. 

제로 트러스트는 단순한 기술 솔루션을 넘어선 문화

적 변화에 속한다. 조직 전체의 변화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과 역할 중심 훈련, 인식 개선, 운영 

프 로세스 수정 등 연성 요인들이야말로 변화에 성공하

는 열쇠다. 대체로 그러한 프 로그램을 이행하려면 강력

한 리더십, 전담 아키텍처, 기술적 업무 흐름, 설득력 있

는 리더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하

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

지와 노력을 한 데 모을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

대형 첨단기술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기로 

향하는 여정을 주도하며, 이러한 원칙을 응용해 보안 

서비스를 개발, 운영, 제공하고 있다. 다른 선도 기업들

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해 사업 우선순위, 디지

털 전환, 리스크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 다. 귀사의 아키

텍처를 현대화할 때 선도 기업들의 혁신 및 엄청난 규

모 확대 방식 을 이해하면 귀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 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위한 방향키를 빨리 잡

을수록 귀사의 여정은 더욱 안전해진다. 남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느니 운전석에 앉아 귀사의 운명 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당장 제로 트러스트 

여정을 시작하라.

“이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100% 활용해 현대적 보

안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이를 통해 디지

털 전환을 따라잡고 실현할 수 있다.”

Marius Von Spreti, 
글로벌 제로 트러스트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사이버 위생 전환 및 하이브리드 IT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섀도 IT

26%4 1%

20%13%

그림 7

조직 인프라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가장 힘겨운 과제는 무엇인가?

엄청난 강점

제로 트러스트를 기업 전략에 내재하면 여러 가지 전략 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 운영 복잡성을 줄이고 생태계 통합을 간소

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고객 경험 개선

• 사업 민첩성 강화

• 사업 회복력 강화

• 공격 노출면 축소

• 비용 감축 실현

•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 강화

•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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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기업이 이미 자사 환경에 존재하는 기존 기술

을 연결할 때 수반되는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기존 

기술에 연결성을 부여하면 생태계 전반에서 공격 노출

면이 확대된다.”

Dana Spataru, 
글로벌 사이버 신흥 기술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신흥 기술 스펙트럼 연결하기
퀀텀 컴퓨팅, 5세대(5G)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이 헤드라 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실상을 제대로 들여

다보면 OT 등 수십년 간 제조 환경에서 함께 해 온 다수의 브라운필드(brownfield) 기술이 여전히 활 약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것이든 오래 전부터 도입된 것이든,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실제와 디지털 세계가 상상 가능한 거의 모

든 방법으로 더욱 연결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신흥 기술’이라 부른다. 의료기기부터 운송 및 교통, 농업까지 모든 분

야에서 디지털 변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킴과 동시

에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보안 위험을 가져온다.

CIO와 CISO는 향후 3년간 신흥 기술을 도입할 이유로 보안 역량 강화(64%), 데이터 보호 역량 강화(59%), 규제 

부합 능력 강화(50%) 등을 꼽았다.

*복수 응답 허용, 백분율 총합이 100% 초과

서비스와 사양 유용성

내부 사업 요인

규제 준수 능력 증명

개인정보보호 강화

보안 역량 강화 64%

59%

50%

45%

31%

그림 8

신흥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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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는 연결성

원래 인터넷으로부터 고립돼 있던 OT 공간은 최근 

수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즉각 생

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연결성의 취약성에 관심이 쏟아

졌다. 특히 COVID-19를 계기로 공장과 설비를 원격

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

화됐다.

의료기기부터 자동차, 심지어 도시 전체까지 모든 연

결 생태계가 유사한 특징의 리스크를 안고 있음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의료 기기는 각 병원의 온프레미스 플

랫폼 용으로 만들 어졌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

보이지 않아도 파악하라

규모가 작고 100% 디지털화를 달성한 기업은 사이

버 위험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생태계를 지닌 대기업의 경우 사이버 위험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단시간 내 키우기가 어렵

다. 하지만 조직 내 각 부문이 각자의 영역 내에 있는 

프 로세스의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생태계 내 각각의 영역

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면, 사이버 위험을 총체적으로 파

악할 수 없을지라도 전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각 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속도는 기술의 유형과 복잡

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 보안을 효율적으로 유

지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한다는 목표는 같다. 현

재 제시된 솔루션은 단 순하다. 부문별 프로세스를 정

렬해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정렬 작업을 빨리 할수록 보안 또한 빨리 성숙할 

수 있다. 중앙화, 분산화 모델 모두 효과 적이겠지만, 결

국에는 단일한 통합적 사이버 위험 시각으로 수렴돼야 

한다.

비즈니스의 핵심

거버넌스 관점에서 신흥 기술 스택(stack)은 매우 복

잡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

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자동차

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구

동을 위해 연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커넥티드 차량

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공급업체가 제

공하는 부품으로 만들 어지는데, 모든 공급업체가 이러

한 부품에 보안 장치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각 도시

가 서비스와 중요 인프라 연결을 확대하면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부터 플랫폼 운영업체까지 수많은 서드파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

해 공격 노출면이 확대 되고, 위험은 증폭되며, 책임 경

계가 모호해진다.

해야 한다. 이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면 기술을 확

보하고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전략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 IT와 달리 신흥 기술은 

핵심 비즈니스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달

성하기가 더 용이하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자사 OT에 사이버 공격을 받

는다면 이는 단순히 CISO만의 문제가 아님이 단번에 

드러난다. 생산이 중단되면 즉각 운영 책임자의 문제

가 되고, 수익이 악 화되면 당장 CFO와 CEO의 문제가 

되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면 CMO의 문제가 된다.

자산으로서의 보안

위의 시나리오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흥 기술 덕

분에 비즈니스 리더들이 사이버 보안의 순기능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CEO가 설계 자체에 보안을 포

함한 제품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러한 제

품은 연결성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상품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은 보안을 생각할 때 비

용 발생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떠올 리게 될 것이다. 이

를 통해 다운타임(downtime) 감축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프로세스 개선을 모색하는 논의로 확대될 수 있

다. 물론 보안은 필요한 사안이고 논의의 중심 의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부차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림 9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흥 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을 단순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사이버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네 가지 주요 요인은 실행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다.

신흥 기술의
네 가지 기둥 커넥티드  제품

스마트 도시

5G
사이버보안

운영기술
(OT)

“최근 발생한 대형 사이버 공격은 해킹 능력이 고도로 발전한 결과라는 것이 통념이지만, 대부분 사이버 

공격은 기본적 보안 통제와 위생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는 전혀 복잡한 일이 아니다.”

Dana Spataru, 
글로벌 사이버 신흥 기술 리더, 딜로이트 사이버



2022  No.21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252 253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만병통치약은 없다
범 산업적으로 사이버는 계속 톱3 기업 위험 요인에 들고 있 다. 이사회와 경영진뿐 아니라 사이버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 자들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기업들은 IP와 고객 신뢰의 취약성을 갈수록 절실히 체감하

고 있다.

하지만 제각각인 사이버 규제 환경과 지역간 차이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산업별 디지털 전환 양상도 천차만

별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보안과 원격 근무로 

부각된 제로 트러스트 필요성 등 공통적 테마가 나타나

기는 했지만, 모든 산업의 사이버 문제를 한 번에 치료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범 산업적으로 점차 중요해지

는 관심사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는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노

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보안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당국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기술 연결성과 개인 맞춤화가 심화되면서 디지

털 생태계의 재설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모든 산업

이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식

을 공유하려는 노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다른 산업에

서 적용 가능하고 효과를 보인 솔루션이 내가 속한 산

업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규제폭발

일부 산업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엄청난 규제 대응으

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5월 미국 동부 최대 휘발

유, 경유 및 항공유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

인(Colonial Pipeline)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후 행

정명령과 에너지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지침

이 쏟아져 내렸다.

에너지 자원 및 산업(ER&I) 섹터에서는 탈탄소화라

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기적 시급성이 동시 압박으

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최근 전력 부문 탈

탄소화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제시했는데, 에너지 

산업이 이처럼 타이트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대적 디

지털화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5G 전환과 커

넥티드 기술 등으로 대거 전환이 이뤄지면서 에너지 산

업 자체의 사이버 보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의 교훈

위기 대비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라. 사이버 사건 등 

기술적 차질 시나리오를 마련하라.

• 공격 타깃이 되기 쉬운 운영 부문에 필수적인 자산

을 파악하라.

• 주요 시스템과 OT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라.

•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가속화하라. 

• 비즈니스 회복력을 강화하라. 문제 예방 및 파악뿐 

아니라 대응 노력도 똑같이 중요시하라.

공세적 방위 전략을 유지하라. 선제적 위협 탐지, 머

신러닝, 자가복구 시스템 등 현대 보안 원칙을 따르면 

공세적 대응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변화를 설계할 때 반드시 첫 단계부터 사이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데이터와 자

산이 변화의 대상인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Simon Owen, 
글로벌 고객 & 산업 리더, 딜로이트

기회와 위험 사이 균형 잡기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환자와 직접 소통

하는 새로운 모델로 인해 사이버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헬스케어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건강 개선 상황

을 모니터링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 고 생명과학 기업들

이 환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환자 중심 서비스에 주력

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데

이터가 급속도로 축적되면서, 기업들은 클라 우드 기반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만들어 연구개발(R&D), 

치료와 지원, 환자의 치료 지속, 제품 출시 등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

전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관련 생태

계는 데이터를 보호, 암호화, 익명화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수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은 지역마다 상

이한 규제의 칼날보다 해킹 공격을 더욱 두려 워한다. 

고객과 소통할 때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고, IP를 보호하는 것은 생 명과학 기업의 사

활이 걸린 일이다.

지식 공유

사이버 위협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이에 대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각 산업 내부

의 지식 공유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브랜드 명성 악화

는 사이버 공격의 부작용으로 남 겠지만, 사이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치 있고 유용한 일이자 브

랜드 명성을 회복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유의 단계로 인

식되고 있다.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비밀로 유

지한다 한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각국 정부도 집단 방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보 공

유를 위한 민관 협력체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

보공유분석센터(ISAC)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각 기업

의 CISO들은 물밑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동

종 산업 내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다 일반

적이지만, 금융 서비스와 석유 및 가스 산업처럼 성숙

한 산업부터 생명과학과 제조업까지 덜 성숙한 산업까

지 산업간 정보 공유도 시작됐다. 또 사이버 보안 경험

을 가진 CISO들은 산업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근 시일 내 산업 간 글로벌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과학 기업, 대형 은행, 에너지 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난감한 문제는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을 찾는 것

이다. 완전무결한 보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기업 리더들은 위험 정보에 기반해 가장 먼저 보호할 자산

과 후순위로 남겨둬도 되는 자산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이후 

조직 내외 여건을 살피며 끊임없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고인 물이 되지 말라.”

Simon Owen, 
글로벌 고객 & 산업 리더,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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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시야 확보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은 사 람과 프로세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주는 놀라운 실현 요소 임과 동시에 위험을 증폭하고 퍼뜨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업 들이 전례 없

는 글로벌 과제에 직면한 바로 이 시점에 실시한 이번 딜로이트 서베이는 참신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복잡성은 계속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 경은 영구적으로 자리잡고, 클

라우드는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기기와 애플리

케이션은 더욱 진화하면서 연결 성이 강화될 것이다.

기업은 명확히 규정된 경계가 없는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야

를 반 드시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 차질, 명성 악화, 주가 하락 등 

치명적 손 실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복잡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

루션 또한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이버 보안의 책임을 윗선으로 끌어올려라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을 사업 위험의 모든 부문에 흡수시켜야 한다. 그렇

지 않 으면 디지털 전환의 가치를 눈 앞에서 놓치게 되고 공격에 대한 취약

성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CISO가 CEO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CISO는 자사의 모

든 사업 부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양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CISO는 

이사회가 이 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 평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CISO

는 CEO와 이사 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도 신규 사업 개발 작업에 처음부터 참

여해 적절한 사이버 거버넌스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사일로를 깨뜨려라

기술 발전으로 조직 내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사

람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 부서간 단절을 조장하는 사일로를 깨뜨려 사이

버에 관해 협 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 전략, 제

품개발, 규제 담당, IT, 마케팅 부서가 모두 한 자리에 앉아 필요한 데이터 자

산뿐 아니라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계획의 설계 단계

부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해야 차후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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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를 실행하라

복잡성은 현실이다. 사용자와 여타 개체를 인증하는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면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해져 재

앙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

하고 실시간으로 접근 제어 검토를 응용할 수 있 는 능

력을 복잡한 아키텍처에 설계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적 혁신이자 문화적 혁신이다.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바꾸려면 소통과 훈련이 필 요하

다.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 혁신과 비즈니스 전략을 안

전하게 실행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디지털 

전환 노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산으로서의 보안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혈액과도 같다. 데이터의 

기능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비

즈니스 성과와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방식을 알아야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

다. 모범적 데이터 거버넌스, 세심한 개인정보보호 정

책, 강력한 보안을 갖춘 기업들은 고객과 파트 너사의 

신뢰를 얻는다. 사이버 보안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새로운 초연결성의 세상에서 사이 버 보안이 

브랜드와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안을 이행하는 것은 일개 프 로젝트가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교

류를 신중히 다루겠다는 약속 이다.

지식공유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단순한 단일 솔루션은 없지

만, 디지털 전환 여정에 오른 기업들이 마주한 위협은 

이미 상당수 공유되고 있다. 만연한 사이버 공격에 면

역을 갖춘 산업이나 지역은 없지만, 상호 지식 공유를 

통해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서로에

게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기업들과 경험 및 지

식을 공유하는 것은 전반적인 보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위험과 보상

귀사의 사이버 예산 규모가 크든 작든, 본고에서 제

시하는 접근법을 활용하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무수한 위험에만 

시선이 가기 쉽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 측면 또한 간과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고, IT를 통해 조

직의 민첩성이 강화되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 복잡성

을 완전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

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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