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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세계는 여러 면에서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

믹이 종식을 바라보며 엔데믹 국면에 돌입하였고, 사람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주가가 폭락하는 등 비대면의 수혜를 누리던 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여행, 항공 및 영

화관 등의 오프라인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일상 복귀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세계는 과도한 유동성과 수급난이 촉발한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타

개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국제 문제와 기업 전략에서 ‘공급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

한 논의는 팬데믹 이후 분업화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

다. 그 전부터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중 갈등으로 조금씩 세계경제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혼란의 조짐이 보였고, 팬데믹으로 시작된 봉쇄는 겉잡을 수 없는 영향력을 발

휘하며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극

도로 분업화되었던 세계의 공급 체계가 중단되었으며, 지금까지

도 지역별 물류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망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내에서 공급망

을 강화할지 특정 국가와의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취할

지 고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가장 유효한 공급망 전략이 무엇인지 검토하며 

전략의 전환과 첨단기술 도입 등 공급망의 개선을 꾀

하고 있습니다.  

스물 두 번째 Deloitte Insights의 표제는 이러한 세

계 정세와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공급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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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장에서는 30년 이상 수많은 기업에 공급망 자문을 제공해온 딜로이트 글로벌 공급망&네트워크운영

(SCNO) 리더 짐 킬패트릭 파트너에게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공급망 이슈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급망 관리 구

조를 도출해내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물었습니다. 본 인터뷰에서는 공급망 기술 트렌드부터 한국 기업들

의 공급망 이슈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구조 및 동향, ESG 이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

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기업 공급망 혼란 극복 전략’에서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네 가지 과

제인 ▲공급망 차질 예측, 대응, 해결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비용 인플레이션 ▲공급망의 우선적 사안 파

악 ▲인재, 노동력, 숙련 인력 부족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딜로이트 글로벌 고객

사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기업을 넘어 국제 통상 질서 및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글

로벌 공급망 관련 전문가 세 분(이시욱 교수, 이준 박사, 박상준 교수)을 모시고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

망 붕괴 및 재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 러시아-우크

라이나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을 포함한 ESG 이슈,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 중단 사태, 일

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재편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의 분석 리포트 또한 수출 비중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 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장은 공급망 이슈의 중심에 있는 두 산업,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딜로이트의 분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최신 현황’에서는 반도체 부족과 탄소 배출 규제, 러시아-우

크라이나 사태 등 현재 가장 시급한 산업 및 지정학적 요인이 유럽·북미·아시아태평양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반도

체 부족난에 대한 5가지 솔루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숙명인 ‘공급난’에 직면한 기업들의 5가지 솔루션을 소

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신 서베이인 ‘MZ 세대 서베이’와 ‘Women @ Work 서베이’를 수록하

였습니다. 딜로이트 그룹이 매년 경제·사회·정치적 환경 전반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인식 변화

를 조사하는 ‘MZ 세대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MZ 세대는 생활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며, 스트레스

와 번아웃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국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Women @ 

Work 서베이’에 따르면 팬데믹은 여성의 삶과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딜로이트의 서베이 자료를 

통해 기업은 중요도가 높은 최신 이슈와 세대 및 그룹별 특성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공급망 붕괴로 국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다면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

으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이슈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

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2

Deloitte Insights



펜데믹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

나 사태 등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 기업은 원자재, 중간

재, 완제품 전반의 공급 이슈를, 개인은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 물가상승 등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과 같이 공급망의 범위가 (다른 산업 대비) 넓고,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재

무적인 영향이 매우 큰 산업들은 효율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공급망 이슈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먼저 경험했습니

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혁신과 함께 1st tier 공급업체를 시작으로 N tier 공급업체까지를 아

우르는 공급망 전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험이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러

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향후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 전

략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s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공급망 관리 전략과 국제통상 및 공급망 관점의 대응방

안과 관련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온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

이 생각하는 새로운 공급망 해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딜로이트 컨설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변화와 혁신의 여정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

너’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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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연일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공급망은 국제 정치역학과 모든 산업 및 

기업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만큼 중요해졌는

데, 이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이라는 단어가 상징

하던 극도로 분업화된 공급망 관리 체계가 큰 변화 국

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자

국 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 동맹 등이 추진되고 있

다. 개별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봉쇄 

등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선을 다변

화하고 있다. 또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전략

에서 벗어나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안정적 공급망

을 갖추기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중이다.  

공급망 관리,
다시 글로벌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다
Deloitte Insights 편집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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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문제의 발생 원인

한동안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

며, COVID-19 팬데믹 발생 전까지는 최적화된 글로벌 분업 체계가 안정적

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공급망이 이슈화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

고, 전 세계는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의 최적화된 재고 관리 전략과 글로벌 분

업화를 통한 인건비, 원재료 최소화 전략을 통해 저물가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공급망이 국제 문제 및 기

업 전략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크게 COVID-19 

팬데믹, 지정학적 문제들 그리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라는 세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 공급망에 ‘병목현상’을 일으키

며 범 산업적으로 수급 불안을 일으켰고, 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으

며, 특히 GVC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기기, 의류 및 의약품 등의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지난 2~3년 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COVID-19 팬데믹 발생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봉쇄(shutdown)가 원재료 및 중간재의 수급 불안, 물류 중단, 노동

력 부족 현상을 발생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이 원자재, 식량, 부품 및 완제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어렵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원인이 됐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문제 그 자체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 여러 ESG 관련 이슈의 영향이 글로벌 공급망에 새

로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01

지정학적 문제들02

ESG 이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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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공급망 관리

계속되는 공급망 혼란 발생으로 공급망 구조 및 관리 전

략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진 기

업들은 신속하게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수급을 원활히 관

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망 개선에 투자하여 위기를 기회

로 만들고 있다. 즉, 기업들은 극심한 변동성을 ‘뉴노멀’로 

정의하고 효율성(efficiency), 회복탄력성(resilience), 

민첩성(agility)을 모두 갖춘 안정적 공급망을 만들기 위

해 전략적, 기술적 솔루션을 검토하고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기존의 형태를 벗어

나 ‘넥스트 노멀’로 진화해가고 있다. 최근의 공급망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망 관리의 전략적 변화

기업들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재고 

및 비용의 최소화만을 추구하던 과거 

전략에서 벗어나 회복탄력성과 민첩

성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그 사이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

인지 고민하고 있다.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

던 공급망은 중국 봉쇄와 물류 중단 

등을 겪으며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간 갈등에 따른 경제 블록

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수출 중단 

등의 국제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추진

하는 등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첨단 기술 도입

위기 상황에 대한 더욱 신속한 대처

와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동시

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

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직접적으

로 거래하는 Tier 1 공급업체뿐 아니 

라 Tier 2, Tier 3 이상의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AI,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의 기술

이 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또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비 

롯하여 기반 기술인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공급망에 높은 수

준의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공급망에도 

비대면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추구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

면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수급 혼란

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과 함께, 

여러 글로벌 기업이 전 제조 공급망

에서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급망 내에

서의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배출권 

구입을 고려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환경 친화적인 원재료를 사용하고 근

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중시하는 등 새

로운 고려사항을 공급망 전략에 추가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단기적인 수급 및 비용 인플레이션 이

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기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

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2022  No.22

11뉴노멀 시대의 공급망 관리 전략

그림 1

기하급수적 기술의 등장으로 효율적이면서도 회복탄력성이 높고 민첩한 공급망이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비용 압박 심화 

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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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rs

회복탄력성

자동화된 공급망

‘새로운 석유’와도 같은 데이터의 활용

자동화

클라우드 & IoT

예측적 애널리틱스 

소비자 기대치 상승

옴니채널 필수화 

SKU(stock keeping unit) 증가 

블랙스완

M&A와 매각 

지속가능성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 전략이 필요

계속되는 변화와 혼란이 ‘뉴노멀’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공급망 최

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이 향후에 발생할 공급망 문제에도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망 체계를 발

전시켜 놓는다면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좋은 자원을 확보한 

셈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양상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다

음 단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딜로이트 인사이트 22호에서는 ‘회복탄력적이고 민첩한 

공급망 구축하기’라는 주제 하에 딜로이트 글로벌 ‘공급망 및 네 

트워크 운영’(Supply Chain & Network Operations, SCNO) 

리더에게 공급망 솔루션 및 기술 트렌드를 비롯하여 한국의 상

황과 최근의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해 물

었다. 이를 통해 30년 이상 공급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온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로부터 뉴노멀 시대의 공급망 해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딜로 

이트가 제시하는 기업 공급망 혼란 극복 전략'에서는 딜로이트 글

로벌 전문가들이 분석한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산업별 과제 및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공급망 트렌드 기하급수적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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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망 운영 방식, 기술

과 조직 구축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공급망 혁신 프로그램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기고문을 통해 ‘공급망 민첩성’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급망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업들에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Deloitte Global 공급망&네트워크운영(SCNO) 리더

Jim Kilpatrick 
짐 킬패트릭



2022  No.22

13뉴노멀 시대의 공급망 관리 전략

뉴노멀 시대, 
새로운 공급망 해법을 모색하다 
효율성, 회복탄력성, 민첩성 사이 균형 잡힌 공급망 설계 필요

전 세계가 COVID-19를 극복하고 엔데믹 국면에 돌입하고 있지만 아직

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계속되는 봉쇄, 전쟁으로 인한 수

급 상황 악화와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공

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서도 기업들은 공급망 구조를 혁신해가며 상황에 적응하고 있으며, 공급망 중단을 

예방하고 혼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급망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SCNO(Supply Chain & Network operations) 리더 짐 킬

패트릭(Jim Kilpatrick)은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망 운영 방식, 기술과 조직 구축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공급망 혁신 

프로그램의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업계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기

고문을 통해 ‘공급망 민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급망 균형을 모색하

는 기업들에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즉,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극도로 효

율적으로 설계된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 모든 기업이 공급망의 ‘회

복탄력성’(resilience)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지만, 공급망 관리의 한 축인 ‘민첩

성’(agility)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많은 기업에 공급망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현재 기

업들이 직면한 공급망 이슈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급망 관리 구조를 도출해내기 위

한 혜안을 구했다. 수많은 공급망 자문 경험에서 우러나온 풍부한 사례와 인사이트

가 국내 기업 리더들이 마주하게 된 공급망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viewee: Jim Kilpatric 
Interviewer: Deloitte Insights 편집국, 이민재 전무(딜로이트 컨설팅 SCNO 리더) 감수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파트너님

의 이력과 전문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며, 딜로이

트 SCNO의 역할과 차별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 위치한 딜로이트 캐나다 소 

속 짐 킬패트릭(Jim Kilpatrick) 파트너입니다. 현재 딜 

로이트의 글로벌 ‘공급망 및 네트워크 운영’(Supply- 

Chain & Network Operations), 즉 글로벌 SCNO 

부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딜로이트에서 30년 넘

게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글로벌 공급망 혁신 프로그램

을 리드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첨단 공급망 기술 활

용과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기업 공급망에 상당한 변화

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공급망 전략, 공급

망 계획, 유통 및 물류, 전략적 소싱 및 조달, 제조 운영 등 

광범위한 공급망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딜로이트 SCNO 부문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라

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를 통해 딜로이트는 각국 현

지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유일

무이하게 폭넓은 공급망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

으며, 서로 다른 분야(공급망 계획, 제품 설계, 조달, 제

조, 유통, 물류 등)간 통합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는 전략과 계획에서부터 

설계와 이행, 공급망 운영 요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기업 공급망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력

한 시스템 및 기술 역량, 끈끈한 제휴 파트너 생태계와, 

심층적인 프로세스 및 산업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기업

이 공급망을 유의미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필요할 경우 딜로이트의 리스크 자문(사이버 보

안 등), 세무 자문(관세 등), 재무 자문(공급망 자금 조달) 

등 폭넓은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용으로 개발한 솔루션

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Q. 오랜 시간 딜로이트에서 기업들에게 공급망 관리 자

문을 제공하셨는데요, 그동안 기업들의 공급망 운영 방

식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요구 충족, 비용 관리, 재고 및 자산 관리 등 몇 가지 변치 

않는 중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 요소들 때

문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글

로벌 공급망 구조를 추구하게 되었죠. 

기업들은 COVID-19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이러한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식으

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도 여전히 중요하지

만, 기업은 이제 효율성(efficiency)뿐만 아니라 회복탄

력성과 민첩성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공급망 전략

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 및 탈탄소화 목

표,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전사적 '환경·사회·지배구

조'(ESG) 책임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함에 따라 공급망 입지, 설계, 가

시성(visibility), ESG 및 디지털화 등을 반영한 공급망 

전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공급

망 전략 변화에는 ▲본국 혹은 인접 지역에서의 제조 및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입지 재고 ▲효율

성, 회복탄력성, 민첩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

의 공급망 설계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자사뿐 아

니라 다층의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및 조정 능력 개선 

▲기업 목적과 ESG 성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고려해 주주 가치를 넘어 보다 넓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고려한 의사 결정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증분

(incremental) 재고, 증분 생산능력, 증분 공급업체 같

은 기존의 물리적 완충 장치보다 고정 비용을 훨씬 더 적

게 들이는 회복탄력성 개선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요

인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딜로이트 글로벌 SCNO 조직 및 리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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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정보 기술과 

더불어 로봇 및 코봇(cobot), 3D 프린팅(3D printing),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등 물리적 자동화 

기술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공

급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역사에서 지

금보다 더 혁신적이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Q.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다양하

고 새로운 요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

한 관점에서 최근 트렌드는 무엇이며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사적자원관리

(ERP)와 공급망 계획 및 실행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이

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컴퓨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인더스트리 4.0 

및 5.0(Industry 4.0 및 5.0) 솔루션이 실현되고 있습

니다.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공장 및 엔터프라이즈 차

원에서 이러한 기술을 새로운 솔루션 활용에 적용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파일럿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까지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스마트 물류 센터’(smart- 

distribution center)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지 

보수 시점 예측’(predictive maintenance)에서부 

터 ‘동적인 플랜트 스케줄링’(dynamic plant sch- 

eduling),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노동력 증강 솔

루션’(augmented workforce solution)에 이르기 

까지 검증된 수많은 사용 사례가 나와 있으며, 이를 활

용 중인 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Q.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공급망 교란에 따

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이나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나 AI 

분석 같은 선진화된 기술 도입은 우선시해야 할 과제

일까요?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시성이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필수입니다. 딜로

이트가 지난 2021년 최고 조달 책임자(CPO, Chief 

Procurement Officer)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

사에서 70%의 CPO가 1차(Tier 1) 공급업체에 존재

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가시성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업체에서 발생할 위험

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응답한 CPO는 26%

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CPO가 공급업

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인지할 수는 있다

고 생각하지만,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CPO는 매

우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2차(Tier 2) 공급업체나 1

차 공급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에 대해 유의미

한 수준의 가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CPO는 15% 수

준이었습니다. 딜로이트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다층의 공급업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기업

이 가시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했

습니다. 또한 공급 리스크 검토에서부터 재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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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리스크, ESG 리스크까지 이르는 공급업체 

리스크를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와 리

스크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변동성이 지속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공급망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가장 입증된 AI 기반 솔루션 중 하나는 물론 ‘수요 계

획’(demand planning)인데, AI가 훨씬 더 풍부한 정보

를 활용하여 고객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하는 방식입

니다. 이는 배송 또는 고객 주문 내역만을 주로 활용했던 

기존의 통계적 수요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입니다. 

Q. 민첩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

폼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가시성’이 매우 중

요한 것 같습니다. 

공급망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기본입니다. 

선도적인 조직은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위험을 완

화하고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낮추는 사전 예방적 대책

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험에 대응할 수 있

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은 운영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

고도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

니다. 여기서 AI 기반 솔루션이 사건이나 패턴을 모니터

링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위험이 일반적으로 1차 공급업체에서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네트워크의 후방산업(upst- 

ream) 공급업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1차 공급업체 너머 그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가

시성이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점점 더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공급업체 설문 조사 방

식을 활용해 가시성을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

사에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와 일부 2차 공급업체 이상으

로 쉽게 확대되지 않는 고비용의 느린 방식입니다. 이러

한 정보는 또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죠. 디지털 방식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공급망 위

험과 차질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

도는 갖추고 있어 다층적 공급망을 훨씬 빠른 속도와 낮

은 비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은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많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차 

공급업체에 제약이 있는 경우 2차 공급업체에서 보충하

는 것입니다. 또는 항구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지연

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 화물 편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사 결정 중 많은 부분을 자동화

하는 데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self-driving) 공급망 구현

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흐

름을 유지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게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

하는 데 중요한 이러한 공급업체 협업 도구가 부족했죠. 

Q. 요즘 많은 한국 기업들이 1차부터 N차까지의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급, 품질 등의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취합하고 싶은 데이터를 협

력업체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

해서 어떻게 양쪽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가시성과 협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

접적인 1차 공급업체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주요 공급업체와의 전자적 상호작

용 수준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

업들은 공급업체의 재고 수준, 생산 계획, 생산 능력 제

약, 출하 상태 등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가장 전략적인 공급업체(최소 2차 수준)들의 

중요한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어려운 일인 것으

로 판명되었는데,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급업체의 중요한 여러 고객 중 하나일 수 있고, 이 기

업이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해당 공급업체의 기밀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들이 공급업체를 세분화하고 이러한 공급

업체 세부 부문별로 접근 방식을 조정하라고 조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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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습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기초 원자

재,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비즈니스 관계의 규

모를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부터 시작하십시

오. 선진 기업들은 이러한 주요 공급업체들과 공식적

인 공급업체 관계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불안

정한 상황 속에서 선진 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업무 

방식을 통해 공식적인 공급업체 협업 프로세스를 수

립하여 문제를 가시화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협

업 프로세스를 실행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동

안 많은 기업이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상당한 차질을 경

험하면서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더 높은 수준의 협업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로의 전환

과 함께 선진 기업은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

축해갈 것입니다. 

Q. 향후 10년~20년 후에 공급망에 집중적으로 도입

될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공급망은 고도로 디지털 

화되고 자동화될 것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이동과 AI 

활용의 증가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의사 

결정이 코드화(codify)되는 자동 공급망 관리(auto- 

nomous supply chain management)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인간은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이슈를 해결

하는 데만 개입할 것입니다. 동시에, 점점 더 디지털

화되는 시대에 공급망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

해 업무를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해

질 것입니다. 

공장과 물류 센터가 고도로 자동화되고 인간의 노동

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급망 관리의 또 다른 근본적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

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

이며, 물류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여 공급망

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우

리는 상품의 경로를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

기까지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20년 시간 동안 제품 디자인의 진화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품이 점점 더 ‘스

마트’(지능화)해지고 인터넷에 연결되리라는 것은 공

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일부 제품은 새로운 물

리적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변형될 것입니다. 물리

적 형태가 유지되는 제품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재료

로 제조될 가능성이 높죠. 많은 제품 설계는 재활용

(recycle)을 넘어 재사용(reuse)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이 훨씬 더 긴 라이프사이클을 따

라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품 사용 기간 

동안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새롭게 공급망 

역량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

기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 있어 매우 흥미롭고 혁신적

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Q. 최근 딜로이트의 유통 산업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들이 공급망 관련 기술 중 재고관리, 풀필먼트, ERP

모듈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트너님이 

보시기에 최근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급망 관련 서비스나 솔루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통 산업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옴니채널(omni-

channel)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

다. 많은 기업이 고비용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면서 e-커머스를 키우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이 COVID-19 기간 실행한 물리적인 e-커머스 주문 처 

리 방식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며, 향후 점점 더 커지는 

소비자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

업체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

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는 고객 온라인 주문 및 처리 시스템,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센터, 도시 풀필먼트 센터, 라스트마일(last mile) 

물류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와 변화하는 제품 선호도에 대한 가시

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투자, 제품 포트

폴리오 관리를 개선하고 제품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 투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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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산업 구조상 타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공급망 문제

를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의 타이어 회사는 

주요 원자재인 천연고무 가격과 물류비가 급격하게 올

라 경영진의 월급을 20%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한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

급망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

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리튬, 반도체 등 최근 공급

망의 핵심이 되고 있는 품목들이 한국의 주요 산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가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자본재 의존 비중

이 높은 경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면서 지정학적인 이슈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거래제한 기

업 명단(Entity List),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

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이

러한 경우 공급망 ‘리질리언스’ 확보는 어떤 식으로 접

근해야 할까요? 

한국은 중요도가 높은 여러 부품 및 제품의 글로벌 공

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

할에는 중국과 같은 시장들에 대한 소싱과 판매가 포

함이 되는데, 무역 분쟁이나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

이 발생할 경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

요한 광물이 보통 전 세계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급망 설계는 매우 복

잡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노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기업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소싱과 

생산을 이동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

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미국과 중

국 간의 무역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회

복탄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화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사태에 필요한 수준의 회복

탄력성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동남아 공급업체들에

게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이 중국에 소재해 있는 경우  

‘셧다운’의 여파가 급격하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예전보다 넓어진 공급망에 대한 가

시성을 개선하고, 주요 원자재에 대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완화해야 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전혀 다른 지역으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로운 공급업체 생태계가 원하는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Q. 캐나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최근의 원자재 수급 이

슈, 중국의 봉쇄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문제는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중에 미리 생산

을 다변화하거나 공급망을 민첩하게 운영하여 그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캐나다 기업들도 초기 중국 봉쇄와 이에 따른 공급망 

문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상품 중

심 경제에 가깝고 제조업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

서 초기의 공급망 중단 문제가 중국, 특히 우한(武漢)

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대형 제조 공장들이나 

인접 국가들처럼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높은 해상 화물 비용

과 해상 컨테이너 용량 및 항만 병목 현상의 제약으

로 인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와 심

지어 가전제품 등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

품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리드 타임(lead 

time)이 길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수입 

운임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군 다수의 수익성이 낮아

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항공과 같은 다른 운송 수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 기업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

하여, 멕시코와 같은 새로운 육상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사

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를 통해 공급망 설계에서 물류 유연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특성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캐나다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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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공급망 구조

Q. 최근 COVID-19에 따른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

나 사태,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 문제, 중국 봉쇄에 따

른 물류 중단 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문

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급망 혼란은 곧 안

정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들이 혼란이 계속되

는 상황을 뉴노멀로 정의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 

구조를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뉴노멀에서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COVID-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안 여전히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곳에서는 지역적인 조업 중단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

조정(resynchronization)되면서 물류 인프라 제약

과 상품 부족(반도체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

리는 주요 공급망 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공장, 물류 센

터, 운송 분야의 중요한 공급망 부문에서도 상당한 인

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석유, 밀, 옥수수, 비료, 주요 금속 및 광물과 같은 중요

한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국가가 상

당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OVID-19 기간 겪었던 수요와 공급 차질을 감안할 

때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

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2023

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기간과 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

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효율성, 회복

탄력성, 민첩성 사이에서 자사에 적합한 균형을 찾

기 위해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들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의 물리적인 

흐름은 자금 및 정보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보다 잘 활용하고 자동

화를 추진하여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 센터를 활

성화하는 것이 향후 경쟁 우위 확보에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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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면, 가장 도움

이 되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

이 여러 시각에서 공급망 재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지역 다변화, 리질리언스를 비롯해 

JIC(just-in-case, 비상대비) 방식이냐 JIT(just-in-

time, 적시) 방식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기업이 공급망 구조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기업이 원자재 비용, 인건비, 운송비에서 상

당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공급망 효율

성은 공급망 설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

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비용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중단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

한 기업들은 주요 부품에 대해 단 하나의 공급업체에

만 지나치게 의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급업체

와 생산에 있어 특정 한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

했을 수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에 제동이 걸렸을 때 다

른 운송 수단이나 경로를 통해 배송할 수 있는 유연성

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 하나의 생산 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급망 중단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곳

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었거나 아예 없

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성, 탄력성, 

민첩성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균

형점은 회사 전략과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공급망 구조의 재조정으로 이어질 것입

니다. 그러나 혁신에 있어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

은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일입니다. 공급망 문제를 예

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차질

이 생겼을 때 운영 비용을 현저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고객 및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이슈를 해결하고 공급망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은 향후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Q.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공급망 불안정성

이 커지는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 차원에서 

공급망 체질 개선을 위한 점검 사항 중 우선순위를 정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전략, 중요한 원자재 및 공급업체 생태계의 원

천, 고객 시장의 위치, 서비스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기업

이 공급망의 물리적 범위에 대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

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 플레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

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 전략이 명확해야 합

니다. 점차적으로 공급망 전략은 사업 전략을 따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

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또는 공급망 파

트너를 통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

다. 그런 다음에야 구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

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망 범위를 비교적 조금

만 조정하면 됩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

급업체 네트워크와 공장 및 물류 센터 구성을 대대적

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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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등의 이슈가 

기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2030년까지 전 제조 공급망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다양성도 중시되고 있

으며 COVID-19 이후 근로자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생산성과 비용 절감,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던 공급망이 이러한 ESG 이

슈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팬데

믹 기간 겪은 2년간의 심각한 혼란은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기업 리더들로부터 듣고 있는 어려움은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붕괴되거

나 재편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고객과 소비자에 쉽사리 전가될 수 없는 비용

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해결

하기 위한 조치에도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고 국가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약속과 더불어 산업별로 맞

춤화된 합리적인 목표와 타임라인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을 잘못 이

해하여 실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Q.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

라고 보십니까? 글로벌 기업의 넷제로(net zero)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어떤 노

력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 산업의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산업에서는 

E2E(end-to-end) 공급망에 걸쳐 탄소중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경로가 아직 분

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들의 탄소 배출량 대부

분이 ‘기타 간접배출(Scope 3 emission)’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탄소 배출이 

당사의 직접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공급망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

이 탄소 배출권이 도입된 이유일 것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오

늘날 많은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입함으로써 탄소 중립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기업의 탄소 중립적 위치를 중시하는 경

우 더욱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권 비용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많은 기업이 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ESG 이슈와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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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공급망 리더들에게 조언

해줄 내용이 있습니까? 

거대하고 빠른 변화와 혼란이 뉴노멀입니다. 이는 공

급망 최적화 방정식이 훨씬 더 복잡해졌음을 의미합니

다. 과거에 ‘공급망 최적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고객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취약하

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급망 최적

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자가 비용, 회복탄력성, 민

첩성의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기업의 ESG 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절감 압박에 직면하더라도 공

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공

급망 관리의 또 다른 중요 요소인 ‘민첩성’을 놓치고 있

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급망 담당자는 민첩성은 있으면 좋은 것

이라는 데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민첩성은 수량화하

기 어렵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당장 급한 문제

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급

망 분야 리더는 비용, 서비스, 품질, 재고, 자산 성과 같

은 측정 기준과 성과 기대치를 훨씬 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공급망 성과 중 보다 가시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첩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돈을 절약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

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운영 방식’과 ‘단순히 생존

하기만 하는 운영 방식’ 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민

첩성입니다. 

민첩성은 중요한 전략적 역량입니다. 누군가는 민첩

성이 유연성과 동의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

만 저는 유연성이 공급망 민첩성의 요소 중 하나인 운

영 역량이라고 봅니다. 민첩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다

른 요소로 고객과 시장 수요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과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주요 외부 거래 협력사

와도 통합되는 절차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 주요 공급

업체 및 기타 다른 공급망 협력사와의 협업 관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공급망과 당사 모두에 있어 최선의 방

식으로 전체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최적화하고 동기화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부 기업은 재고량을 늘리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합

리적으로 개선하며 신중하게 물류 대안을 관리하고 기

타 단기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COVID-19 팬

데믹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했습니다. 민첩한 조직들

은 전 세계 각지의 혼란 상태를 고려해서 대체 공급업

체로 보다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으며 공장 네트워

크 전반에 걸쳐 생산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

은 전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이 더 좋았기 때문에 위

험에 대응하여 차질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차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요 

공급업체와의 문제 해결 협업 워크플로우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서로의 우선순위를 일관적으로 만들고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민첩성의 일부 요소는 회복탄력성을 가능하게 하지

만 민첩성은 ’방어적’ 역량이라기보다는 ‘공격적’ 역량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위기에서 벗어나 

뉴노멀로 나아갈 때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새

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춘 기업은 뉴

노멀의 시대에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마지막 메시지 “민첩성이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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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글로벌과 지역별 공급망은 사방에서 몰

려온 성난 파도와 싸워 왔으며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COVID-19가 일으킨 파도도 있고, 다른 

요인이 일으킨 파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딜로이

트는 모든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이러한 파도를 헤쳐 

나가도록 돕고자 오늘날 공급망 변동성 속에서도 솜

씨 있게 항해를 지속하는 고객사들이 실제로 활용하

고 있는 몇 가지 실용적 접근법과 해결방식을 제시하

고자 한다.

팬데믹 초기 그 여파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한 차

례 얼어붙은 이후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한층 

시급한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거의 하룻밤 만에 사업 

운영의 초점을 기술 투자, 제품 혁신, 공급망 확대로부

터 회복력(resilience) 강화로 전환해야 했다. 팬데믹 

이전의 공급망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고를 최소화

하며 증가하는 세계무역 규모를 지원하도록 설계됐으

나, 오늘날의 공급망은 유연성(flexibility) 강화가 가

장 시급한 사안이 됐다.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기업 공급망 혼란 극복 전략
Jason Caulfield 외 12인 ㅣ Deloitt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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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양면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속되는 디지털

화, 환경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강조, 재택근무 경제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새

로운 수요 패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항시 변화하는 거시경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은 이윤 

마진과 회사 실적에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공급망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

일 민간 경제연구소 Ifo(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는 이러한 공급

망 과제들로 인해 기업신뢰도가 악화됐다며, 이를 ‘경제 회복의 바퀴를 붙잡아 

두는 모래 늪’이라고 묘사했다.1

본고는 공급망 내의 실행 기술과 개선 전략을 설계 및 구축하는 능력과 관련해 

딜로이트 고객사를 시험대에 올리는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본다.

공급망 차질 예측, 대응, 해결하기01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비용 인플레이션 대응하기02

공급망의 우선적 사안들에 주력하기03

인재, 노동력, 숙련 인력 부족 대비하기04

1    ‘Supply chain warnings intensify,’ Financial Times (ft.com), Octobe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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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경색을 초래한 원인

사태와 동향

경제적 요인

공급망 회복력이 중대 사안으로 부각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공급망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 가격 추이

톤당 유로화, 2016~2021년까지 6년간

• COVID-19로 야기된 공급망 차질이 
남긴 여파

• COVID-19 부양책과 소비자 저축 증대

로 인한 억압수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미국과 중국간 경쟁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 멈출 수 없는 디지털 및 물류로의 전
환, 오프라인 소매산업 위협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발 새로운 역
학…기저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투자 방향이 급변하고 소비

자 선호도 변화

COVID-19 지정학 거시경제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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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21년 2분기까지 각 침체기의 분기별 전 세계 집적회로(IC) 출하량

독일 소매산업의 공급 문제

0 20 40 60 80 100

로그스케일(log scale) 그래프

영향을 받은 기업의 비율%

결과적으로 각 산업의 매출은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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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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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자기기 84.3

의류 63.2

식음료 48.6

반도체 공급난: 이로 인해 감소한 글로벌 매출 규모는 2020~2022년 미화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2

침체기 분기별 글로벌 IC 출하량 (단위: 십억 개)

출처: 2차 연구와 공개 자료 및 보고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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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technology/semiconductor-supply-chain-solutions.html#end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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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V Natural Gas TTF, 유로/MWh, 2016~2021년 6년간

2016~2021년 6년간

알루미늄(S&P GSCI Aluminum Sp)

목재(Lumber Random Length, RLR)

네오디뮴(Neodymium Metal Nd/T)

비용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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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딜로이트 영국이 실시한 2022년 최고재무책임자(CFO) 서베이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가장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꼽혔다.3  특히 팬데

믹으로 디지털, 교육, 기술 격차가 한층 벌어져 인재 공급이 더욱 부족해졌다. 전 세계 기업 10곳 중 7곳은 기술적 숙련도와 인적 역량을 적

절히 갖춘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했다.4

지난 3개월간 인재 채용에 매우 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자사가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한 CFO 비율과 향후 1년간 이와 비슷한 상

황이 계속될 것이라 답한 CFO 비율

50%

36%

46%

27%
24%

40%

30%

20%

10%

0%
지난 3개월간 인재 채용 및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비율

1년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답한 비율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3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Documents/finance/deloitte-uk-cfo-survey-q4-2021-report.pdf 

4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human-capital-trends/2021/the-evolving-employer-employee-relationship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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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유로존 오버나이트 금리

ECB: 2022년 말 기준 현행 내재금리*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

영란은행: 2022년 말 기준 현행 내재금리*

미국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

미국 연준: 2022년 말 기준 현행 내재금리*

OECD 평균캐나다

저금리 시대 종식?
기업들이 공급망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 금리인상이 예상돼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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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망 차질 예측, 대응, 해결하기

지난 2년간 공급망을 지배한 핵심 테마는 운영 차질(operational disruption)이다. 적시공급(just-in-time, JIT) 

전략에 맞춰 완충 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공급망이 멈춰섰다. ‘안전 제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운전자본 수요를 제

한하면서도 지나친 린(lean) 구조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기업 전략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기업 과제

대체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공급 확보를 위한 

계약 내용을 협상했는가?

귀사의 판매생산계획(S&OP) 프로세스는 공

급망 차질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해 반영할 수 

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고객사들은 반제품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 또는 자체(in-

house)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

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반제품을 저비용 국가들로부터 직

접 수입해야 한다.

공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주문량을 늘린 고객 사례도 있다.

공급망 차질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고객사들은 셀프서비스 분석 등 

디지털 수단의 활용을 늘려, 재고와 수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한

편 추세의 변화를 분석한다.

S&OP를 성공적으로 수립한 고객사들은 최적의 안전 재고를 구축

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전망을 수립해 운전자본

을 개선한다.

섹터 스냅샷

건축 서비스

건축 서비스와 인프라 섹터에서는 공급망 차질로 인해 운송비가 200~300%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다. 기업들은 첨단기술로 
실현된 솔루션인 ‘재고 감시탑’(inventory watchtower)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재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래 요구량을 더
욱 정확히 예측하여, 예기치 못한 재고 부족 사태를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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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도 잊지 말 것!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 세금 비

용과 규제 준수 요구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입해 다시 EU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딜로이트 글로벌 무역국 세관 신고 서비스’(Deloitte Global Trade Bureau customs 

declarations service) 등과 같은 딜로이트의 기술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기업 과제

귀사는 (미래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 위험

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

추고 있는가?

귀사 물품의 통관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

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공급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트리

(decision tree)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 트리를 성공적으로 활용

하려면 계획 수립, 조달, 재무 등 다양한 기능으로부터 정보가 투입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재고관리단위(stock keeping unit, SKU) 수

준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조직적 전망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고마진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를 우선시함으로써 핵심 공급업체들에 수

요를 확인해주고 매출 감소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고객사 대부분에게 있어 공급망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중

요한 요인이 통관 속도다. 이를 위해 보세창고 입고(customs 

warehousing) 등 솔루션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보세창고를 

활용하면 물품을 출고한 후에 관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고객사들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 통관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 임명

• 공인 업체의 경우 세관화물간소화절차(CFSP)를 신청하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제3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대부분의 출고 시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입을 수 있다.

• 유럽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와 같은 현지 지위 취득

? !

섹터 스냅샷

전자상거래

한국·중국·일본 등 극동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계절성 판매가 정점을 찍는 시기에 재고 부족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유동성과 수익성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과잉 재고와 매출 감소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
법을 치열하게 모색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공급을 관리한 전자상거래 부문 고객사들은 유동성과 현금 계획을 개선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하

고, 대체 공급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영국 슈퍼마켓 체인 업체가 크리스마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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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원자재 비용 변동성이 SKU, 제품, 품

목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자재 및 비용 명세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가?

귀사의 커머셜 팀은 가격 상승을 특정 판매 채널

과 고객, 제품 타입 등 다운스트림에 전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성공적 기업들은 판매 채널별로 개별 SKU의 수익과 이윤 마진을 평가

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장기적 수익성 변동 모델을 수립한다.

세부적인 비용 산출 데이터를 확보하면 (수익성 기여도가 낮아) 생산

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빠르게 파악하는 한편, 판매 채널

과 협력해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및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

는 제품의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에 대해 분명한 시야를 확보하면, 커머셜 팀이 고

객에게 가격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과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해 

그 방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서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툴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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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가공 산업

소매유통업

물류업

제조 및 가공 산업에서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재료 비용을 상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공 공정 최적화와 예방

적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송 중 파손을 최소화하고 파손 제품의 재작업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E2E(end-to-end) 대책

을 이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입 재료 가격이 20% 뛰는 등 주요 소매유통 기업들이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선 운송 가격이 뛰고 대
형 트럭 기사들이 부족해져 비용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선도적 소매유통 기업들은 순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마진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SKU의 
수를 줄이는 한편 고마진 제품의 판매 증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특히 참신한 E2E 방식으로 S&OP를 수립하고, 빅데이터 분석

을 활용해 이행 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적한 유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렸다.

화물 수송, 물류, 우편 업체들은 해외 운송이 한층 복잡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특히 영
국과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새로운 규제가 복잡성을 키우고 있다.

딜로이트 고객사는 제품 분류가 지나치게 수작업으로 이뤄져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를 파악했다. 이로 인해 법규 준
수와 상업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각국의 세관 당국이 검수와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수작업으로는 한층 까
다로워지는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02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비용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우리 고객사들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이

라고 판단한 적도 있으나, 이제 기업 수익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

은 원자재뿐 아니라 임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금리는 이미 상향 궤도에 진입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주요 시장에

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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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SKU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수립

하기 위해 상품 선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

는가?

귀사는 내부 공급망과 서드파티를 포함한 공

급망 내에서 물품 인도 시 명백한 비용 통제 시

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또한 절차와 비용이 모

두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해결할 적

절한 조치를 마련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몇몇 고객사들은 원자재 조달, 계획 수립, 가격 결정 관련 의사 결정을 위

해 서드파티 업체나 인하우스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상품 선물 가격 동향

을 활용하고 있다.

상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면 제품 개발로 초점을 다시 전환해 제품 사양

을 최적화하고 인플레이션의 중기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재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세는 재화의 가치 대비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 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재화의 가치 측정과 분류가 매우 정확해야 한다. 특혜 원산지 증

명 등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고객사들은 ‘진단 분석’(diagnostic analytics)을 활용해 관세 초과 

납부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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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비스

소매유통 및 건설업

다양한 분야의 건축과 건설 기업들은 계약 위반과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은 높은 가격에 조달한 원자재와 과
잉재고[‘채찍 효과’(bullwhip effect)] 등 두 가지다.

일부 기업들은 유동성 여파가 매우 심각해 원자재 재고를 내다 팔기까지 하고 있다. 딜로이트 고객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
개하기 위해 S&OP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해외 원자재 운송에 대한 시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유연한 가격 결정 전략을 수
립해 현금 관리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됐다. 예를 들어, 고객의 구매력과 투입비용이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기
업들은 목재 등 원자재 가격 요인을 반영하고 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홈퍼니싱, 의류, 건설 부문의 고객사들은 한 차례 공급 부족을 겪은 후 과잉재고를 처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본이 극심

한 변동성을 보였고 유동성이 경색됐으며, 물류와 재고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우리 고객사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실용적 조치를 취했다. 

1) 기존 재고 수준에 맞춘 할인 행사 등 가격 결정 전략 
2) 과잉재고 관리를 위한 긴급 계획의 선제적 수립 
3) 대체 공급업체를 통한 공급망 집중 현상 완화

4) 판매 채널과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유통 채널을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유연성 강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채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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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핵심 공급업체들은 생산을 증대할 능

력이 제한돼 있는가? 

공급업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일부 산업에서는 공급원이 고도로 집중돼 있어 다운스트림에 이르면 심

각한 부족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칩 공급은 현재 한국 제

조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대만 TSMC가 생산 부문에서 70%의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당시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난이 발생했을 때 

완성차업체(OEM)들은 공급업체들의 생존을 도와 지속적 공급을 확보하

고자 1차 및 2차 공급업체들에 지원 형식의 투자를 단행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와 비슷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혁신적 접근법을 도입한 일부 고객사의 사례가 눈에 띈다. 서

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통해 바이어들에게 

기회를 제시하고, 공구와 공작기계에 대한 선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공

급업체들에게 상당 규모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업체들이 

생산능력을 개발하고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의 일환이다.

? !

03 공급망의 우선적 사안에 주력하기

공급망 관리가 극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고객사들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세 번째 접근법으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공급망의 최우선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섹터 스냅샷

자동차

광산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반도체 부족난으로 전반적 생산량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OEM들의 경우 마진을 유지하고 고객 요구를 관리하고 가격을 인

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급업체들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매출이 20%~30% 감소했고, 예산계획 수립도 불확실

하며, OEM과 가격 재협상에 나설 레버리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철광석 광산업은 상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기업들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난관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이 고객사와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필요한 현금 수준을 예

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채권자를 적절히 관리해 사업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36

Deloitte Insights

해결해야 할 기업 과제

공급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

는가?

공급망 결정을 내릴 때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

해하고 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자사 제품 제공 범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양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을 지양하여 잠재적 공급업체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들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조달과 설계 업무간 긴

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공급업체에 대한 적절한 감

사가 이뤄져 이들이 조세법과 ESG 원칙을 충실히 지키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공급업체들의 잘못된 ESG 행태로 기업 가치와 평판이 추락할 수 있

는 상장기업과 소비자 대면 브랜드들은 공급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에 따른 세금 변화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세금과 관련해 주로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

선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과세(지역마다 다른 세율과 인센

티브)가 있고, 운송·출하·판매 때마다 각기 발생하는 간접 과세(부가가치

세 및 관세)가 있다. 또한 세금 계획을 적시에 수립해야 허가 취득이나 문

서 준비를 하지 못해 통관에 발이 묶이는 등 물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

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

ESG 문제도 고려하라

희소 원자재를 윤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
다. 리튬과 코발트 등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광물을 비(非)분쟁 지역에

서 조달하고, 야자유와 대두 등 농산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모니터

링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삼림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대부분 기업들의 탄소 배출은 서드파티 공급업체들에 기인한 기타 간접배

출(Scope 3 emission)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

려면 많은 기업들이 공급업체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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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기업 과제

전반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잠재적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자동화 투자 결정을 고려

하고 있는가?

채용 과정을 수정해 노동력 부족 가능성을 예

측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의 기업들은 부족한 직원을 대신할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자동화와 개선된 고객 풀필먼트 모델을 도입해 효

율성을 개선하면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상쇄 및 완화할 수 있다.

구인 시장 동향을 항상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 

사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2군 및 3군 도시에 아웃소

싱 센터를 구축했다.

? !

04 인재, 노동력, 숙련 인력 부족 대비하기

인재 부족은 대부분 산업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지만, 최근 수요가 반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에 특히 어려운 문

제가 되고 있다. 원격 근무가 고정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능력 있는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유연성이 떨

어지는 기업과 산업 부문은 절실하게 필요한 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섹터 스냅샷

캐주얼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산업은 비용 증가와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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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기업 과제

귀사는 인력 훈련과 개발의 속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가?

공급망 네트워크 내에서 근로 기준을 얼마나 

엄격히 고려하고 있는가?

딜로이트 고객사가 활용한 최상의 실행 방식

신규 인력을 빠른 속도로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업들

은 생산성이 대폭 증대됐다. 이러한 기업들은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onboarding), 정례 교육, 자격 취득, 실무 코칭 등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산성과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분명한 지표 대신 신규 인력의 능력 

개발과 훈련 능력을 기반으로 팀 리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고객사 사

례도 있다.

근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급업체들의 ESG 이행과 관련 있는 요인이

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 여건, 안전 등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공

급업체와 계약한 기업들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 !

섹터 스냅샷

소매유통

지난 2020년 중순 한 대형 온라인 소매기업의 기업가치가 50% 추락했다. 이유는 이 기업이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가 근로 기
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업체들의 ESG 문제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기업들은 공급업체들에게 
자사의 ESG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감사와 서드파티 인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통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채용 사이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건비가 낮은 저급 기술 근로자를 배치할 부분과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부상자 분류 시스템처럼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

시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여파가 지속되는 영국

브렉시트 이후 세관 업무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출업체와 소비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면 대체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기술과 자동화를 도입해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하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 인력 부족의 여파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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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급망 위험이 범산업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업 운영과 공급업체 관리 측면

에서뿐 아니라 투자자와 사모펀드들도 공급망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해관계

자들의 기대를 충족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전환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회복

력, 대응력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단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대한 구

조 개편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요인이 초래하는 즉각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사수하고 미래 성

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면 당면한 공급망 문제들

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로 강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빠르고 훌륭하게 구축할 수 있다.

딜로이트는 고객사들이 다양한 공급망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다양한 기술

적 수단과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의 서드파티 관리 팀

은 광범위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들이 가장 복잡한 외부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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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단

이정훈 컨설턴트, 양원석 시니어 컨설턴트 l  Deloitte Insights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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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단

팬데믹: COVID-19 팬데믹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였

음. 최근 COVID-19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가 다시 글로벌 공급

망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정치 및 사회적 이유로 ‘제로 코로나 정책’

을 견지하며 중국 발 공급망 차질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 있음.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권, 첨단 산업 전략 물자 개발 및 보호 

등을 놓고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산업구조

는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출’에서 ‘원자재 수입, 중간재 수출’로 변화하고 있

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산업국은 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

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 경제,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

을 미칠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한국 주요 

산업전반에 걸쳐 원자재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쟁이 4개월 넘게 이

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단기적으로는 버텨낼 수 있

는 경제적 내구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원자재를 러시아에 의존해

온 유럽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결별을 선언하고 있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

고 있는 한국도 원자재 수급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제도, 기업의 공

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부여 등의 입법활동이 가속화되었음. 유럽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부터 시범적용, 2026년부터 전면적용이 예

정되어 있음. 본 이슈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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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분류>

영향을 주는 
기간

단기
(2~3년)

중기
(10년~20년)

단기
(1~2년)

장기
(20~30년)

다소 넓음 매우 광범위함 보통 다소 넓음

원자재/원재료/재
고 비축량 증대

생산,판매, 운영의 
디지털화

공급망 다변화, 공
급망 리질리언스 
확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글로벌 경제 협력체
에 적극 참여

원자재 공급처 
다변화

제품 생산 원가, 
비용 관리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의 친환경 이
미지, 아이덴티티 
확립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영향의 범위

주요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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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전망 

지난 5월 22일~26일 2년 만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포럼)이 개최되었다. 많

은 어젠다 중 세계 경제 리더들의 큰 이목을 끈 것은 세계

화와 자유 무역의 종말 위기, 팬데믹 위기 이후 글로벌 공

급망의 재편 전망 등에 관한 논의였다. 앞서 올해 1월 20

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보스포럼 어젠다 2022’의 ‘국제 무역과 공급망

의 신뢰 재구축’ 세션에서 “팬데믹 이전의 글로벌 공급망

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  이는 향후 국제 통상 및 글

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 금융기관, 글로

벌 기업, 컨설팅사 등 53개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의

견을 취합, 정리한 ‘세계 경제 전망'(Chief Economists 

Outlook) 보고서가 발표됐다.2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

들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과잉 수

요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에 그치고 경제 

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봤지만, 6

개월 만에 전망은 크게 바뀌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외에도 주요국 금리 인상과 재정 부양책 회수, 중국 경

제 둔화, 팬데믹 양상 지속 등이 세계 경제 전망에 먹구름

을 드리웠다. 수석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 전망을 6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질 임

금 ▲개발도상국 식량 확보 문제 지속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다변화, 정치화 ▲상품, 노동, 기술 분야에서의 세

계화의 퇴보 ▲제재 조치에 따른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지속 등이다.3 이들 6가지 

쟁점에 대한 전망을 모두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통상, 공급

망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

제에 불확실성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브렉시트(Brexit)에 이어 팬데

믹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속적인 충격으로 인해 

변화 압력에 직면했다. 이러한 충격이 계속 발생할 것으

1 매일경제, "세계 공급망 새 시스템 필요…코로나 이전 돌아가지 않을 것.", 2022년 1월 20일 (검색일: 2022년 5월 27일)
2 World Economic Forum. (2022). Chief Economists Outlook. (Accessed: May 28, 2022)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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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교역과 생산의 위험 노출과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다국적 기업들은 미래

의 충격에 대비해 기존 공급망 전략을 새롭게 짜면서, 동

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현지화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새로운 지정학적 단층선(geopolitical fault lines)을 따

라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공급망의 선택 중심을 

효율성(efficiency)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다

변화(diversification)에서 현지화(localization)로 이동

하는 중이다.4 

현재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작용하면서 글로

벌 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를 2년 넘게 강

타한 팬데믹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며 구축

된 글로벌 분업 구조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했 

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생산공장 가동 중단, 물류 병목 현

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이뤄졌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나머

지 국가에서는 팬데믹이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른

바 ‘위드코로나’ 정책 기조를 이어 가고 있으나, 각국 정부

와 기업들은 또 다른 신종 변이 출현과 재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 관련 대책을 미리 계획해 나가야 하

는 상황이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넓은 시각에서 보

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에 영

향을 주는 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제/무역 질서 주도권

을 놓고 미-중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 

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발효

되었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하여 한 

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총 15개국이 참여하

며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커버하는 대규모 자유무

역협정이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RCEP이 타결, 발효 

됨에 따라 세계 무역에서 중국과 아·태 지역 국가의 영 

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에 대응 

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 

nomic Framework, IPEF)를 구상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국가들이 IPEF 경 

제 협력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도 IPEF참여를 공식 선언했다.5 IPEF는 기본적으로 중 

국 의존도 축소,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구상이고 핵심 

어젠다 중 하나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 뉴노멀(new 

normal)화 되면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 

후 20년 넘게 이어져왔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추세이다. 특히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팬데믹

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공급망을 관리, 운영함에 있

어 공급망 ‘교란’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고 이후 중국 의

존도가 높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리질리언스

(resilience)를 강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러 국

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

이 생기며 기업들은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

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을 추진해 나가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져온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과 맞물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반도

체, 배터리 등을 포함한 첨단 산업 소재, 부품들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핵심 첨단 부품 수

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기술 개발 및 

선점이 국가 경제, 안보 측면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 신냉전'(tech cold war)과 

세계경제의 양분화(bifurcation)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지고 있다. 기술과 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세계 경

4 Ibid
5 KBS, “윤 대통령, 한국 IPEF 참여 공식 선언, 공급망 등 연대와 협력.”, 2022년 5월 23일 (검색일: 202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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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이 되지는 않을 것이 

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정부, 기

업들은 미국, 중국, 기타 주요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

형을 잡아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관련 어젠

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및 확전 가능성 등 많

은 이슈들은 기업들에게 통상, 공급망 측면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탄소중립 이슈는 장기적인 기간에 걸

쳐서 기업들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다. 기후 위기

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지

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국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각 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각

종 규제를 도입할 것이고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은 탄소 집

약적인 산업이 많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더욱 무겁게 다

가오는 이슈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러

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전 양 

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단순히 두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 연합과 러시아, 중국 연합의 

신냉전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북대서양조약기

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가입

을 추진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6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통상 질서 변화와 글 

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세계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결국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 지정/지경학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특히 더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질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출의존

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

서에서는 통상 질서 및 공급망의 변화 양상과 주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 시사점을 알아본다.

6 동아일보, “바이든,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기간 안보 협력.”, 2022년 5월 20일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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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며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졌는데,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2019년 말에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큰 위기를 

가져왔다. 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유행하며 '팬데믹'(pandemic)

으로 진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022년 4월 기준 약 620만 명

이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였다.7 그 동안 세계 각

국의 정부는 급증하는 COVID-19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서 봉쇄정책 및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COVID-19 백신개발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백신개발 이후로 각국은 지체하지 않고 백신접종을 시

작하였다. 국가별로 백신접종률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65.2%(4/29일 기준)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였다 

(동일 시점으로 한국 88%, 중국 89%, 일본 82%, 미국 77%, 독

일 76%, 프랑스 80%, 캐나다 89% 접종완료).8 

COVID-19 바이러스는 그 동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

론 등으로 변이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반

으로 ‘엔데믹’(endemic)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감염병 관련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명인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

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현하여 “미국은 확실

히 코로나 대유행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한 바 있다.9  우리나

라 정부도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엔데

믹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10 

지난 3년여간의 COVID-19 팬데믹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충격이 컸다. 백신과 같은 치료제는 지난 수십 년간 세

계화가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선진국에서, 생산은 개

7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deaths by world region. Our world in Data.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8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Our world in Data.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9 NBC News, “Fauci says U.S. is transitioning out of 'pandemic phase.'”, 2022년 4월 2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10 연합뉴스,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대규모 행사에선 써야(종합).”, 2022년 4월 29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1  COVID-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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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졌는데, 

COVID-19 백신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

에서의 직원 감염 리스크 등으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중단은 연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를 악화시켰

다. 또한 백신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며 그 동안 ‘억눌렸던 수요’(pent-

up demand)가 폭증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크게 늘었

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서 항만 및 내륙의 인력

이 부족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선박의 항만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해상운송비용이 약 3배가량 높아졌고 물

류 적체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트럭운

전사들이 미국 물류의 71%을 운송하는데, COVID-19 

팬데믹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체 인력의 6%가 

이탈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는 데 여

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11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임

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연결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점차 경제가 재개되

며 실적이 좋아져도 늘어난 운송 비용을 수출 가격에 

제대로 전가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

황이 되었다.12 이처럼 생산과 물류 측면의 영향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의료품 등의 필수재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COVID-19 이전

부터 이미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각국에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2022년 3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코

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계기로 선전(인구 1,700만 

명), 상하이(인구 2,500만 명), 베이징(인구 2,200만 

명)에 이르기까지 24개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 전체 또

는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에

서 최대 1억 6,5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13,14 중국 당

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고 도시 봉쇄라는 정

책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

이 가중되고 있는데, 4월 19일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항을 비롯한 중국 내 항만 부두에 접안을 기다리는 선

박이 506척으로, COVID-19 봉쇄가 있기 전인 2월의 

260척의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대

기 선박의 27.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물류 

적체로 인해서 상하이항에 하역된 수입품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중국 내 목적지로 수송되는 데 걸리는 시

간이 평균 12.1일(4/18일 기준)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 4.6일(3/28일 기준)에서 거의 3배가 늘어난 것

이다. 연쇄적으로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전 세계 물류

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아시아 공장에서 출발한 상품

이 미국 창고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1

일로, 역대 최장 기록인 2022년 1월의 113일 기록에 

근접하였고, COVID-19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2019

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 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15  기업의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단

체인 ‘Overhaul’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COVID-19 도

시 봉쇄는 최소 5월까지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

11 Forbes, “There Is A Massive Trucker Shortage Causing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High Inflation.”, 2022년 1월 12일 (검 
 색일: 2022년 5월 31일)
12 경향신문, “기세 안꺾이는 '글로벌 물류 대란'.”, 2022년 2월 15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13 매일경제, “'도시 봉쇄' 중국 왜 이렇게까지 됐나?.”, 2022년 4월 26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14 조선일보,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로 1억6500만명 영향… 베이징·상하이 등 포함.”, 2022년 4월 29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15 매일경제, “세계 공급망 혼란 불가피…항만 적체·공장가동 중단.”, 2022년 4월 26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중국의 도시봉쇄가 시작되었고, 
이는 연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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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봉쇄 조치가 자동차 및 소비재 전자기기 분야에 가

져올 영향은 6월 또는 7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

하였다.16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정책의 기반

한 도시봉쇄가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 정부는 ▲ 20차 당대회(10~11월, 시

진핑 주석 3연임 결정) ▲ 중국 백신의 효력과 품질 ▲ 

중국의 인구, 의료보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을 때, 2022년 말까지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7  

COVID-19 팬데믹과 GVC 구조개편 
한국의 GVC참여율은 54.4%이며, 전방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GV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신남방 국가로의 공급망 거점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COVID-19 팬데믹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친 수 

요 측면에서의 영향으로 무역상대국의 수요감소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해외무역수요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분석된다. 특히 해 

외수요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 

으로 분석된다.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으로는 앞서 언급 

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직원 감염 리스크 등의 

해외공급국의 생산환경변화가 한국과 독일 등의 제조 

생산강국에 영향을 더욱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 

고로 한국의 2020년 해외공급의존도가 17.6%에 달 

해 국내생산을 위한 해외공급 의존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동 기간 독일은 15.3%, 중국은 9.8%, 일본은 

7.9%, 미국은 5.3%의 해외공급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1~9월 동안 국제 

품목분류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 2,586

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중국의 품

목 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고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요소

수의 원료인 요소의 중국 수입은 전체의 80%를 차지

하며,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부품 경

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인 마

그네슘 잉곳(ingot)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의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

트(photoresist),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s)는 각각 일본에 81.2%, 93.1%를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성장해오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2011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세

계 GVC 참여율20 은 5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의 53.6%의 세계 GVC 참여율보다 1.6%포인트 감소

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GVC 참여율보다 더 높은 

GVC 참여율(54.4%)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GVC 참여율 40.5%, 중국의 GVC 참여율 36.0% 

보다 높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과 경제특성

을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21  구체적으

로는 한국의 전방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한 수입 중간재보다 다

른 나라에서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한 수출 중간재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6 New York Times, “The prospect of lockdowns in Beijing fuels more concerns about supply chain disruptions.”, April 25,  
 2022 (Accessed: May 31, 2022)
17 한국무역협회. (2022).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2호.
18 한국무역협회. (2021).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19 한국무역협회, “수입품목 10개 중 3개, 특정국 의존도 80% 이상... 품목 중 절반은 對중국 수입품.”, 2021년 11월 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20 GVC참여율은 후방참여율과 전방참여율의 합으로 도출되며,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는 구매자 관점에서 GVC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재’를 생산하기 위해 해외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는 판매자 관 
 점에서 GVC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 수출할 재화를 생산하는 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21 한국무역협회. (2021).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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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료에서 2000~2018년까지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GVC 수출 중에서 중국의 비율

(25.67%)이 매우 높다. 다만 인도(1.91%)와 베트남(4.15%) 등의 신남방 국가로 공급망의 거점이 확장되고 있는 양

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동 기간 한국 GVC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6.98%에서 8.07%로 급

격하게 감소한 것도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2).22

표 1

표 2

2015년과 2020년 한국·중국·일본과 세계의 GVC참여율 비교

2000~2018년 기간 국가별 한국의 GVC 수출비중

출처: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한국무역협회) 

출처: 한국의 GVC참여구조와 COVID-19이후 수출회복 영향분석 (산업연구원)

22 산업연구원. (2021). 한국의 GVC참여구조와 COVID-19이후 수출회복 영향분석.

GVC 참여율
2015년

2000년

순위 국가 국가 국가
한국 GVC

수출비중(%)
한국 GVC

수출비중(%)
한국 GVC

수출비중(%)

1 미국 중국 중국16.98 23.89 25.67

2 일본 미국 미국11.71 9.43 8.07

3 중국 일본 일본10.63 7.37 5.85

4 대만 대만 대만8.64 5.69 5.31

5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3.55 3.36 4.15

6 영국 싱가포르 싱가포르3.22 2.99 3.43

7 독일 독일 멕시코3.18 2.92 3.38

8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2.82 2.20 2.43

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2.58 1.56 1.91

10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2.22 1.37 1.70

상위 10개국
합계

65.53 60.78 61.90

2007년 2018년

2020년

전방 전방후방 후방합계 합계

한국 20.1% 36.0% 56.2% 26.1% 28.3% 54.4%
중국 22.1% 13.3% 35.4% 20.9% 15.1% 36.0%
일본 25.1% 20.6% 45.7% 26.4% 14.1% 40.5%
세계 24.2% 29.4% 53.6% 23.0% 29.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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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주요 산업의 한국 GVC 수

출 중에 주요 산업별 점유 비중과 GVC 참여도를 살펴

보면, 한국은 전체 GVC 수출 중 1/3이 전자기기 한 업

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이어서 운

송기기(14.2%), 석유정제(10.2%), 화학(10.1%) 순으

로 GVC 수출이 높았다. GVC 참여도(각 산업의 총 수출

에서 GVC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를 살펴보면 석유정제 

가 77.7%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는 석유정제 업종의 경우 총수출의 약 4/5가 국제생산 

분업체계인 GVC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후방 참여도 간 격차(후방참여율 > 전방참여

율)’는 업종별 편차를 보이는데, 석유정제, 운송기기, 기

계, 철강·금속, 전자기기, 화학, 고무·플라스틱, 섬유·가죽 

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석유정제

업 수출구조가 외국산 석유를 수입하여 정제 가공 후 최

종재 형태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운

송기기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해외로부터의 자

동차 부품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격차가 큰 

업종과 비교하여 전자기기 및 화학의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전·후방 참여도 간의 격차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중간재 수

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23

표 3

주요 산업에 대한 2018년도 GVC 수출 비중과 참여도

출처: 한국의 GVC참여구조와 COVID-19이후 수출회복 영향분석 (산업연구원)

23 산업연구원. (2021). 한국의 GVC참여구조와 COVID-19이후 수출회복 영향분석.

산업명 한국 GVC수출에 대한 비중(%) 해당 산업의 GVC참여도(%)

섬유•가죽 2.9 55.1

석유정제 10.2 77.7

화학 10.1 62.8

고무·플라스틱 1.1 56.0

철강•금속 6.6 61.8

기계 5.8 39.3

전자기기 34.4 53.5

운송기기 14.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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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uartz, “The epic mistake about manufacturing that’s cost Americans millions of Jobs.”, May 4, 2018 (Accessed: May 31, 
 2022)
25 중앙일보, "바이든 정부,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정책 유지할 것.", 2022년 3월 2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자유무역 세

계로 편입되었다. 이후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한 중국 GDP가 보

여주듯이 중국은 국제통상 무대의 승자로 부상하였다. 한편 동 기

간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약 500만 개가 사라졌는데 정확한 원

인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세력에 불만을 토로하였다.24 

이는 정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

역적자를 언급하며 미중 무역관계는 미국에게 공평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여왔다.25 이러한 높

은 관세로 인해 중국이 GVC에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무산시키며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

임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다르게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큰 차이 없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

며, 미·중 갈등은 더 나아가서 지정학적 패권, 지적재산권, 시장진

입,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

난해 일본, 한국, 인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동맹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를 논의한 바가 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여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중국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2020년

2  미·중 갈등과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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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수출자급률 및 가공무역비중

출처: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

2007

0%

10%

20%

30%

40%

50% 90%

85%

80%

75%

7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공무역 비중 중국 수출의 자급률(右)

까지 40%, 2025년까지 70%의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

를 자급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사실상 부활

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첨단 미래 산업의 핵

심광물인 희토류 채굴 및 제련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

탕으로 희토류 공급망 내 중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6

실제로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국 산업 육성정책

으로 중국 수출산업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졌으며, 가

공무역 비중이 떨어졌다. 2007년 77.7%수준이었던 

수출 산업 자급률은 2017년 87.3%까지 상승하였으

며, 2007년 45.4%였던 가공무역 비중도 2018년에는 

절반수준인 27.3%로 하락하였다(그림 1).27  

한편 중국의 GVC 참여율을 구성하는 전방참여율과 

후방참여율 중에 전방참여율이 2009년부터 후방참여

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GVC참여구조가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출’에서 ‘원자재 수입, 중간재 

수출’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28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제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에 육박함을 고려할 때,29 이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같이 전체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2012년 53.2% → 

2019년 63.5%)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 경합이 격화되

는 것을 의미한다. 

26 딜로이트. (2022). 딜로이트 인사이트 21호 –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 
27 한국무역협회.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28 Ibid
29 이코노믹포스트, “포기 못하는 중국 소비재 시장, 올해 추천 공략법은?.”, 2022년 3월 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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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비중(2018년 기준)

단위(%)

출처: 한국무역협회

미•중 갈등 국면 속 한국의 GVC 참여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제조기술이 자동화되면서 글로

벌생산기지를 신흥국에서 소비시장 인접지역 또는 기술개발 거점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

액의 25.3%에 이르며,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

의 14.9%에 이른다.30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면, 한국 수출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데 미

중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움

을 겪으면서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에 대

한 해외수요가 감소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함께 연

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중간재 수입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조 

립 공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수출하는 제

조강국으로 전환해 나가며, 한국에서 중간재 수출비

중이 높은 산업과 부상하는 중국의 산업과 경쟁이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을 보면, 석유화학(100%), 석유제품

(100%), 반도체(100%), 철강(98%) 등으로 중간재 수

출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업종 간의 경쟁이 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31 그리고 이는 중국

의 기술력 제고로 인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중

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크게 개선되며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30 국가지표체계. 상대국별 수출비율. 
31 한국무역협회.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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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상술하였듯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확대

되며 양국간 교역이 급감하였는데, 중국 기업들이 새로

운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

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

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이

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령(EO 

14017 – America’s Supply Chain)을 공표하고 반도

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지난해 6월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를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제

조 공정 및 원재료 수입에 있어서 중국 등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된 구조와 높은 의존도를 위험요인으

로 도출하며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를 배

경으로 하여 비록 조금은 ‘덜 효율적’이라도 COVID-19 

및 지정학적 충돌과 같은 외부충격에 ‘더 안정적인’ 신뢰

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 구축을 위해 박

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는 ‘미

국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s)’을 통과시켰으며, 2022~2026 회계연도 내에 반

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에 약 2,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외적으로도 일본, 호주, 인도

와 쿼드(QUAD)를 결성하여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 

협력에 나섰다.32  

다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민간 기업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서 원자재를 가져오고 어디에서 생산할지를 강요할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다. 이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이

다. 더욱이 국가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민간기업에게 

그들의 특허가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공개하라고 설득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향을 살

펴보면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비용 상

승 및 경영환경 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

장으로 제조기술이 자동화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를 신

흥국에서 소비시장 인접지역 또는 기술개발 거점 국가

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자료와 사례가 있다. 2021년 12월 전경련이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

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31개 기업 중에 중국 투자환

경이 2011년 대비 악화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85.5%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 국

내외 기업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순

으로 답하였다. 또한 만일 중국사업의 타 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

는 질문에 대해서 단 13%만이 한국으로의 리쇼어링을 

고려한다고 대답하였다. 그에 반해서 67.2%가 동남아

와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한다

고 대답하였다.33  참고로 신남방 지역은 평균연령 30세, 

20억 인구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서 소비시장

이 연평균(CAGR) 15% 성장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매력

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34  

또 한편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는 해당 지역이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의 새로운 거점으

로 떠오르는 것과 더불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정

책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35

32 외교안보연구소. (202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의 구축 전망과 함의.
33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조사.”, 2021년 12월 22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남방정책.” 2021년 9월 6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35 전자신문, “삼성, 美 오스틴 '20조' 추가 투자...해외 첫 'EUV 파운드리' 세운다.”, 2021년 5월 17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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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지역 

반도체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에만 국경을 약 70차례 이상 넘나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그러한 가운데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지역이 상당한 비율로 반도체 공급망

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은 연구개발(R&D)분야를 주도 하고 있으며, 원재료 및 제조와 같이 자본집중적인 활동은 대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3).37  

출처: 2021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SIA)

36 Accenture. (2020). Globality and Complexity of the Semiconductor Ecosystem.
37 SIA. (2021). 2021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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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ox 1

그림 3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부문별 국가 점유율

(2019년 기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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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이며, 이는 대만(9%)과 일본

(14%)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연구개발 집약적인 메모리 부문에서 59%를 점유하며 절반이 넘는 점유

율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강화되며 자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인데, 2000년 중국

의 반도체 생산역량은 전 세계 총 생산역량의 5%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2020년에는 15%까지 도달하였

다(그림 4). 다만 중국이 2025년까지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반도체의 자국 생산 비율(자급률)을 70%까

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20년 자급률이 15.9%밖에 도달하지 못하며, 계획된 시간 내

의 자급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강화는 계속되고 있어 

향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What’s the ‘bullwhip effect’ and how can we avoid crises like the global chip shortage? (World Economic Forum)

38 매거진 한경, “중국 반도체 굴기의 허와 실,” 2022년 1월 15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20%

0%

대만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기타

2000 2020

그림 4

지역별 글로벌 반도체 생산역량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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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오히려 국내복귀보다는 중국 이외의 타국으로 해외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한국수

출입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6~2021년 기간 한국의 해외신규법인 설립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베트남)을 살펴보면 전체 해외신규법인 설립 수 대비 중국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2016년 한국의 전체 해외신규법인 설립 중에 중국이 점유한 비율이 20.8%(696개)였는데,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11.3% (261개)로 약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동 기간에 미국에 설립

된 한국의 해외신규법인 점유율이 15.5%에서 26.8%로 상승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점유율은 2019년 

23.1%까지 상승하였으나,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2021년 기간 동안 크게 위축

되어 9.7%로 후퇴하였다(그림 5, 표 5). 

39 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분석.

구분

해외직접 
투자신규
법인수

국내복귀
기업수

비중

2014

3,051 3,217 3,344 3,436 3,548 3,953 1,855 22,405

20 3 12 4 9 16 20 84

0.7% 0.1% 0.4% 0.1% 0.3% 0.4% 1.1% 0.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09 합계

한국기업 해외신규법인 설립과 리쇼어링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구도속에서 국내복귀보다는 중국 이외의 베트남과 미국 등 타국으로 공급망

을 재편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개로 집계되었다. 동 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수는 22,405개에 달해, 국내복귀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표 4).39 

참고 box 2

표 4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 및 국내복귀기업수

2014~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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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출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2020.06)’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자료를 토대로 저
자작성

상기의 두 개의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해외신규법인 설립에 대한 추세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데, 리쇼어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중소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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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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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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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345 3,436 3,548 3,953 2,422 2,301

그림 5

표 5

한국의 해외신규법인 설립 상위 3개국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6~2021년

한국의 해외신규법인 설립 상위 3개국 연도별 신규법인설립과 전체 대비 비중



2022  No.22

61글로벌 통상환경과 국내기업의 공급망 대응 과제

출처: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면, COVID-19 바이러스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로 생산기지 복귀의향에 대하여 단 8%만이 고려하겠

다고 응답하고, 76%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고려를 하고 있는 기업군에서 한국으로의 복귀

를 고려하는 사유로 ‘현지 생산비용 상승’이 가장 높은 비중(50%)으로 한국으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사유

로 조사되었고, 고려하지 않는 기업군에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63.2%)으로 한국으

로의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사유로 나타났다. 40

40 중소기업중앙회. (2020).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 사유 한국으로의 복귀 미고려 사유비중 비중

표 6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복귀사유와 미고려 사유

현지 생산비용 상승 50.0 63.2국내 높은 생산비용

Maded in Korea 이미지 활용 31.3 23.0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

현지 공급리스크 발생 25.0 9.9국내 각종 규제 (노동, 환경 등)

현지 규제 강화 25.0 9.2국내 경기침체

우리 정부 유턴기업 인센티브 12.5 2.0현지 정부 외자기업 인센티브

전문지식 및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6.3 2.0유턴기업 인센티브 부족

현지 생산제품의 낮은 품질 및
낮은 노동생산성

37.5 25.0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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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벌써 3

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개전 초기에는 압도적인 러시아 군사

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빠르게 전복되고 친 러

시아 정권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결

사적으로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방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정치 및 군사

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방을 비롯한 세계경제 주요국들이 러시

아에 대한 항공, 금융, 인사, 첨단기술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독

자적 혹은 공동으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

되며 그러한 제재도 점차 추가/강화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서방의 

대러시아 SWIFT 배제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하였

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를 도운 것을 

판단되는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로 추가 확장하며 제재수준

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경제제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긴장고도를 높이고 결국 침공을 결 

정함에 따라 제재도 그에 상응하여 진행 및 강화되고 있다. 그러 

나 경제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고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서방의 경제제재 카드는 결국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서 

방의 경제재제로 러시아의 경제가 정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지 

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장되고 있는데,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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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euters, “Russia c.bank says Q1 current account surplus rises to $58.2 bln.”, April 11, 2022 (Accessed: May 31, 2022)
42 Foreign Policy, “Why Russia’s Economy Is Holding On.”, April 22, 2022 (Accessed: May 31, 2022)

실제로 러시아의 2022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최고치인 582억 달러에 이 

르렀다. 이는 전년동기 225억 달러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였다.41 또한 제제로 인 

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한때 폭락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반등하며 전쟁 전의 

환율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그림6).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 러시아 경제반등을 돕

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서 러시아에서 경영활동을 하

고 있었던 1,200여개의 다국적 기업 중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  

기업이 800여개 이르렀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업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이고, 또한  

비록 지금은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각국이 점차 러시아 에너지로부

터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서방

의 소비재 및 생산자재 수입의 어려움과 러시아 금융부문에 대한 커져가는 압력이 결

국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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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러시아의 환율 및 경상수지 추세

RUB/USD 환율추세
2022년 2월 1일 ~ 4월 28일

러시아 분기별 경상수지
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단위: 십억 달러)

출처: Market Watch

출처: Bank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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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딜로이트. (2022). 딜로이트 인사이트 21호 –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
44 Ibid
45 한국무역협회. (2022).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GVC에 대한 영향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에서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가 러시아의 수출의 절반을 점유하며,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
연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생산국이자 세

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데43, 향후 우크라이나-러

시아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산 에너지공급에 대한 서

방의 자발적 또는 러시아 주도하에 에너지 공급난이 발

생할 경우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유럽 일대의 원유가격

을 대표하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전쟁 발생 직전 99.08

달러에서 3월 8일까지 29% 넘게 상승하여 128달러

에 이르렀으며,44  동반적으로 하나의 상품시장처럼 반

응하는 원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의 원

유가격도 비슷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생산량

이 높은 알루미늄, 니켈 등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품인 밀, 옥수수 등의 가격 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는 데, 이러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

로 인한 국내기업의 무역수지 악화 및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첨단제품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자동차 및 가전 산업분야 국내 기업의 현지 공

장 부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서 SWIFT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이 배제되며 교역 

대금 결제회수가 지연되거나 무역 보증이 제한되는 등 

우회 결제에 따른 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1.6%, 전체 수입의 2.8%를 차지하

며 10위의 교역대상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교역 중 대러시아 교역비중 순위가 21위 

에서 상승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전체 러시아 수출 

중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프

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

(9.9%) 등의 에너지 수입이 전체 러시아 수입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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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금액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의 경우에는 연간 9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교역대상국 순위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68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교역 중 대우크라이나 교역비중 순위가 57위에서 하락하였다. 품목별

로는 승용차(21.7%), 아연도강판(11%), 화장품(8.3%), 합성수지(7.7%) 등이 전체 우크라이나 수출의 약 절반을 차

지하며, 사료(39.8%), 식물성유지(11.3%), 기타정밀화학원료(9.7%), 곡류(7.8%) 등 1차산품 및 원료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6

표 7

표 8

2021년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2021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주1: MTI 4단위 기준/ 주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한국무역협회

주1: MTI 4단위 기준/ 주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한국무역협회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46 Ibid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승용차

승용차

아연도강판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나프타

사료

식물성유지

기타정밀화학원료

곡류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자동차부품 원유

철구조물 유연탄

합성수지 천연가스

건설중장비 백금

화장품 게

아연도강판 무연탄

기타플라스틱 알루미늄괴/스크랩
선박 고철

의자 우라늄

수출

수출

수입

수입

금액

금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549

126
64
48
45
34

25.5

21.7
11.0
8.3
7.7
5.9

71.7

63.2
138.7
52.7

128.7
23.9

4,383

123
35
30
24
18

25.3

39.8
11.3
9.7
7.8
5.8

72.8

-71.9
88.5
77.2
-62.4
10.4

1,509 15.1 37.5 4,269 24.6 79.0
487 4.9 2,188.4 2,203 12.7 31.0
476 4.8 88.6 1,715 9.9 120.8
425 4.3 99.9 593 3.4 80.7
290 2.9 19.2 453 2.6 14.2
211 2.1 40.2 363 2.1 27.0
174 1.7 20.7 302 1.7 55.6
139 1.4 18.7 267 1.5 57.1
119 1.2 25.1 252 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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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가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

접투자의 약 60%을 차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00년

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뤄

졌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전자, 식료품 등 제조업 분

야 대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오리온, 한

국야쿠르트, 롯데제과, KT&G 등)의 진출이 이를 견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47 실제로 최근 자료인 2019년부

터 2021년 3분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해외적접투

자 규모는 3.2억 달러이며, 이 중 제조업이 1.9억 달

러로 59.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 기간 우

크라이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9백만 달러에 불과

함).48 또한 투자목적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기업은 현

지시장 진출(71.34%), 수출촉진(15.67%), 자원개발

(6.39%) 순으로, 중소기업은 자원개발(53.61%), 현지

시장 진출(25.87%) 순으로 목적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결정한 것이 조사되었다(표 9). 즉, 이는 한국기업이 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장벽을 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러시아의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7 표 9

한국의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FDI)비중(산업별) 한국 기업규모별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FDI) 
목적 및 투자금액 (단위: 백만달러, %)

주: 2020년~2022년 3분기 누계 각 산업별 비중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출처: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48 한국무역협회. (2022).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제조업

59.5%

15.5% 12.3%
8.5%

4.2%

농림어업 도소매업 기타금융보험업

대기업

현지시장 진출

수출 촉진

자원 개발

보호무역 타개

저임 활용

선진기술 도입

원자재 확보

제3국 진출

합계
(누적 2019년)

중소기업

1,653(71.34) 230(53.61)
363(15.67) 111(25.87)
148(6.39) 24(5.59)
18(0.78) 11(2.56)
10(0.43) 9(2.10)
2(0.09) 4(0.93)
1(0.04) 4(0.93)

- 2(0.47)

2,804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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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앞서서 수출입품목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살

펴본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원자재 수급 

및 제재로 인한 생산차질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분야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한

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66개의 제조업체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2022

년 2분기에 가장 걱정하는 현안은 ‘원자재 가격’으로 조

사되었으며, 응답기업의 82.5%가 위협요인으로 ‘원자

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지목하였다.49

세부적으로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공급망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면, 반도체 산업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의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용 레이저 광원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쳐서 세계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

우 관련기업들은 원재료 조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비

롯한 부품 조달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운데, 제

재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 현지공장이 언제 다

시 가동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이다. 이밖에도 철

강산업, 에너지/석유화학산업, 건설산업, 조선/해운/물

류 산업, 유통소비재 산업 등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

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및 가격상승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0).50  

표 10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주요산업에 미치는 공급망 측면의 영향

출처: 딜로이트 인사이트 21호 –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 (딜로이트)

49 글로벌경제신문, “러-우크라 전쟁發 '퍼펙트스톰'에 제조기업 '끙끙'.”, 2022년 4월 6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50 딜로이트. (2022). 딜로이트 인사이트 21호 –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다.

국내 주요 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반도체 산업
네온, 크립톤, 크세논(제논) 등의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원재료 조달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음. 

제재로 인한 첨단기술제품 러시아 수출중단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
산에 타격이 예상됨.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하며,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됨.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공급의 차질이 지속되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석유화학 기업의 원재료 확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철근과 기타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건설 시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급사와의 가격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 

주 원재료인 철강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유가 상승
으로 인해 대형 수송 선방 및 차량 운영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식품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밀 공급의 30%을 담당하는 우
크라이나에서의 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어, 기업에게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더욱 악화, 현지 공장가동중단 및 물류측면 리스크 지속.자동차 산업

전자/가전 산업

철강 산업

건설 산업

에너지/석유화학 산업

조선/해운/물류 산업

유통/소비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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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인류의 절박한 생존의 위기로 ‘기후위기’가 부상하였다. 이에 따

라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

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국이 그에 따른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기후변화를 대응 

및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크게 다섯가

지 분야에서 주요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분

류체계(Taxonomy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

속가능 공시(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부여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탄소국경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포함하고 있는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 (Fit for 55)이

다.51 동 부분에서는 무역과 기업 공급망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1)

탄소국경제도와 2)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부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4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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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지난해 7월 유럽연합에서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 

(‘Fit for 55’)52 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법안을 대체

로 수용한 타협안(general approach)을 승인하며 탄소국경조정제

도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의 대한 직접배

출(direct emission)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또 한편

으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유럽의회(EU parliament)가 올해 

6월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상술한 5개보다 더욱 확대하여 유기화학물

질, 수소, 일부 플라스틱 등을 규제품목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제품의 생

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의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까지 규 

제범위를 확대할지가 주목할 점이다(표 11).53 

52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수준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적어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

53 전자신문, “EU 탄소국경세(CBAM), 유럽의회 '간접배출' 포함 관건.”, 2022년 3월 17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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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이러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

유는 국가별로 탄소관련 규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은 인류 생존의 위기인 기후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관련 기준을 높이는데, 다

른 국가들이 유럽의 기준보다 완화된 또는 느슨한 정책

을 사용함에 따라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탄

소가격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유럽연합의 제품이 더 많은 탄소 집약적인 수입제품

으로 대체될 수 있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때

문이다.54 예를 들면 유럽국가에서는 탄소가격제가 적

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지

역에서는 탄소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그림 8).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가격제’(C- 

arbon Pricing)의 하나의 형태로서 탄소가격제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하여,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크레딧 메커니즘(Carbon Crediting Mechanisms)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표 12).55 각각의 유형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소세는 탄소가격에 대한 

확실성은 제공하나 탄소감축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

재하며, 반대로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는 탄소 감축량

에 대해서는 확실성은 제공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탄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11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EU 의회의 수정안 비교

*집행위원회 입법안(2021.07) & 의회수정안(2021.12)
출처: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54 매경취업스쿨,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의 영향은?,” 2021년 7월 30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55 딜로이트. (2021). 딜로이트 인사이트 19호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구분 EU 집행위원회 입법안 EU 의회 수정안

적용품목

도입시기

무상할당권

배출범위

역외국 탄소가격제 인정

거버넌스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시범 적용: '23.1~'25.12/본 제도: '26.1

'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직접배출만 포함

별도 조건 없음

27개 회원국 각각에 집행기구 설치

집행위 입법안+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시범 적용: '23.1~'24.12/본 제도: '25.1

'25년 이후 4년간 10%, 20%, 30%, 40% 씩 감축

간접배출까지 포함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중앙화된 집행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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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그림 8

탄소가격제 주요 유형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현황(2022년 기준)

출처: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출처: WB,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2

구분 상세

탄소세
(Carbon Tax)

배출권 거래제
(ETS)

크레딧 메커니즘

내부탄소가격제
(Internal carbon pricing)

RBCF
(Results-Based Climate Finance)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부과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 전환에 대한 인센티
브 부여함. 가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나, 감축량 불확실성이 존재함.

민간 혹은 정부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한 배출량 감축분을 제 3자의 검증을 거
쳐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 .

사전에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이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이며, 동 제도를 통해
서 탄소시장 및 탄소가격제를 촉진시킴.

정부, 기업 등이 탄소사용에 대한 자체적 내부가격을 부과하고 그들의 투자결정에 이를 
고려하는 구조. 동 구조를 통해서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당기관이 
미래의 기후정책과 규제를 대비하도록 준비시킴. 

캡앤트레이드 시스템(Cap-and-Trade system)이라고도 불리우며, 특정부문의 총 배
출량(Cap)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감축량이 
고정되어 있어 감축량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제공하나, 시장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ETS 시행 및 시행예정 ETS 시행 및 시행예정, 탄소세 도입 고려 중 탄소세 시행 및 시행예정

탄소세 시행 및 시행예정, ETS 도입 고려 중 ETS/탄소세 시행 및 시행예정 ETS 또는 탄소세 도입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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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부여 적용 대상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제 시범적용까지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

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한 국경탄

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제도 도

입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56 이밖에 캐나다와 

영국 정부도 탄소국경조정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

명하고 있다.57 민간부분에서는 글로벌 기업 및 금융사

의 RE10058 참여 및 ESG투자가 확대되며 공정하고 지

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59  

56 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국경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1월 13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57 산업연구원. (2021).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58 기업 사용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5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분

역내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역외

범위 예상 기업 수

근로자 500인 초과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1억5000만유로 초과

섬유: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의류·신발 도매무역(wholesale)

광물: 광물원료의 채굴(원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금속, 금속광석, 금속 비금속 제품(기계·장비 제외)), 광물원료 도매무역, 

     기초·중간 광물제품(금속, 금속광석, 건축자재, 연료, 화학, 기타 중간재 등)

농업·임업·수산업: 식품 제조,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

9,400개사

3,400개사

2,600개사

1,400개사

EU 내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근로자 251~500인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4000만 유로(초과)~1억 5000
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경우

EU 내 연간 순매출 4000만(초과)~1억5000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고위험 산업: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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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화 

한편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영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발표한 바가 있다. 향

후 동 실사법안 초안을 토대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표

결을 거쳐 2024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안에

서는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고위

험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

면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

인 약 13,000여개사,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000여개사

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0 

동 초안이 법안으로서 통과된다면, 실사대상 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

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제거하는 등 적절

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동

의 후 2024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

정이나 향후 역내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

다. 실제로 유럽의회가 2021년 3월 실사 결의안을 발

표했을 당시 중소기업도 실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인권, 환경 외에 기후변화도 실사항목에 포

함하는 등 집행위 초안 대비 강화된 내용의 실사를 요

구한 바 있어,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분석

이다. 물론 지난 2022년 2월 공개된 집행위 법안이 실

사 대응체계를 갖춘 중견 및 대기업 위주 타깃으로 설

정되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최종 법안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향 주시

가 필요하다.61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체계 구축이 한국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파리협정 이후로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의제화

되고 COVID-19 사태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

한 인식이 확대되며 각국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

었다. 한국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이 국회

를 통과하고 다음 달인 9월 24일에 제정 및 공표되었다. 

이를 통해서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2021년 10월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기존의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난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되어 감축목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 특히 탄소 다배출 업

종(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력산업인 

구조는 탄소중립 조기 실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특

수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변화도 불가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

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701.4백만톤CO2eq로서 1990

년 대비 140%증가하였으며, 2018년보다는 3.5% 감소

한 수준이다(그림 9). 

분야별 분석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611.5백만톤 CO2eq 

(87%), 산업공정 52백만톤CO2eq(7.4%), 농업 21백만 

톤CO2eq(2.9%), 폐기물16.9백만톤 CO2eq(2.4%)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산업이 

266.2백만톤CO2eq(43.5%), 제조업 및 건설업이 187.6 

백만톤CO2eq(30.6%), 수송 101백만톤CO2eq(16.5%)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이처럼 제조업이 에너지산업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이 많으며, 세부적으로는 철강, 화학 등이 가장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3  

60 대한무역진흥공사,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2022년 3월 2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61 대한무역진흥공사,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2022년 3월 28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6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 
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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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세
단위: 백만톤 CO2eq

한국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Gg CO2eq

출처: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토대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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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CO2배출(그림 10)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탄소 순수입국으로 분

류되고 있으며, 한국, 인도, 중국은 탄소 순배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의 도입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들이 탄

소국경조정,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 등

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류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달

려가는 이러한 시점에 만일 우리나라의 산업이 미온적

으로 대응한다면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가 제한되며, 수출, 해외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64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는 수입

업자가 CBAM 적용품목 수입시 탄소배출량 만큼의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는 방

식으로 과세가 될 예정인데 CBAM 인증서는 가격은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

이다. EU-ETS는 2005년 실시되었으며, 평균거래가

격(Average auction price)는 $62.61/톤(ton)으로 

2015년 시작된 한국 온실가스거래제(K-ETS)의 평균

거래가격 $23.06/톤(ton)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에게는 추가적 탄소거래부담

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65        

그림 10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CO2 배출

출처: OECD Stat (2015)

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65 ICAP. Compare ETS. (Accessed: May 31, 2022)
66 한국은행. (202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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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은행에서는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를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

면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으로는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를 가져오고, 간접적으로는 탄소국경세

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

한 중간재 수출감소를 불러 일으키는 등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러한 영

향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재편경

로를 통해서 유럽시장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66

그림 11

그림 12

EU-ETS와 K-ETS의 가격비교
(단위: $, 기간: 2015/01~2022/03)

탄소국경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출처: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주: 1)Abiad et al.(2018, ADB)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경로를 바탕으로 재구성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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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를 톤당 50

달러 부과시에 한국의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중위값 기준, 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는 

0.6% 감소(약 39억 달러)하여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

으로 내다보았다. 산업별로는 수출감소에 대한 기여도

를 살펴보면 운송장비(EU 부과시 0.16%p, 미국 부과

시 0.15%p), 전기전자(EU 부과시 0.10%p, 미국 부과

시 0.13%p), 금속제품(0.10%p, 0.13%p), 화학제품

(0.10%p, 0.09%p) 등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6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실태는 어떠한

가. 지난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에 참여중인 기업(684개사 중 403개사 응답)을 대상

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7.3%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평가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은 어렵다’는 기업도 42.7%나 되었다. 또한 동 조사

에서 응답기업의 31%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 중’이라

고 답하였으며, ‘대응계획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33.8%,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35.2%에 달하였다.68  

한편, 중소기업은 탄소중립과 대응에 대해서 더욱 부

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844개사 대상, 설문응답 

319개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이  

필요없다고 답하였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56.1%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에 대한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69  

67 Ibid
68 대한상공회의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 2021년 4월 19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69 진주신문, “중기, 80%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 인식…준비응답은 15.1%로 낮아.”, 2021년 2월 24일 (검색일: 2022년 5월 31일)
70 동아사이언스, “리튬이온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는?”, 2020년 3월 9일 (검색일: 2022년 5월 20일)
71 Bloomberg, “These mining superpowers supply the world's Lithium. Now they want to make batteries, too.”, June 4, 
 2019 (Accessed: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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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업스트림(upstream)부문보다는 미드스트림(mid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 

eam)부문에서 유의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Association of Mining and Explora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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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칠레 한국중국 아르헨티나 미국 기타일본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주도 지역

화석연료사용에서 저탄소 연료로 전환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배터리이다.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시설(ESS)에서부터 전기차(EV),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

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로봇분야에도 사용된다. 그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가

장 널리 활용되는 배터리 종류로서, 만들 수 있는 전압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크다. 또한 이온의 이동속도

가 빨라 배터리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0

그러나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이후 배터리 제조를 위한 가공 

및 세계 리튬 광물 생산 약 80%는 호주와 칠레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후 리튬 광물가공은 중국이 90% 

육박하게 점유한다(그림 13)71. 이에 따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배터리를 4대 핵심품목 중의 하

나로서 선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box 3

그림 13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별 글로벌 공급망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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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

산, 유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

역에서 이뤄지며 ‘저비용 고효율성’이 극대화된 글로벌 분업체계

로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있다 보

니, 어느 한군데라도 차질을 겪게 되면 연쇄적으로 전체 공급망에 

차질을 발생시키게 되는 취약성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그

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목격하게 되었다. 이를 경

험하며 경제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안보적 시

각으로 바라보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

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라는 인류공동의 생존위기는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사항이 아닌 필수적 요건으로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을 

유발하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들고 있으며,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한국 경제와 산업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

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과 정부에게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반드시 선제적

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국은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비

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리질리언스

(resilience)를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급망 다변화 성공 사

례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

력하여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배터리 생산망을 구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호주, 뉴질

랜드 지역 소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생산 거점을 확보함과 동

시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

시아에 공급망 거점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2022  No.22

81글로벌 통상환경과 국내기업의 공급망 대응 과제

비롯한 기타 협력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협력

과 공급망 다변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사례

가 될 수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멕

시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캐나다, 브라

질, 멕시코 등 핵심 원자재 부국과 주요 소재별로 협

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72 예를 들어 반

도체 생산과정에 필요한 무수불산은 멕시코와, 황린 

(백린)은 베트남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잠

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급망은 세계 

무역 질서, 국제 정세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

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간 상시소통채널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AI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

여 공급망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도입해 나가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신규 ‘N-ERP’라는 신규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60분 이상 소요되었던 글로벌 자재 수급 

파악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또한 광학적 문

자 판독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처의 주문서 등을 자동

으로 판독해 저장하는 시스템 혁신을 만들어냈다.73 한

국의 주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민관협력 연구개발 투자

가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재료, 원자재를 대체하거나 필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 

과거 일본이 중국과 희토류를 놓고 분쟁을 겪은 사례가 

있다.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에 

주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업과 문부과학성

이 협력하여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을 개발해냈다. 결국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고 공급망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제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72 매일경제, “핵심 원자재 부국과 ‘조달 통로’ 뚫는다.”, 2022년 5월 16일 (검색일: 2022년 5월 24일)
73 한국일보, “자재 수급 상황 점검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삼성전자 공급망 관리도 AI가 책임진다.”, 2022년 4월 10일 (검색일: 
 202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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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화장 
(현) CJ 제일제당 사외이사

(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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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역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위한 
‘프렌드쇼어링’ 협의체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컨설턴트

Interviewee: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I N T E R V I E W

C
OVID-19 팬데믹은 발생 즉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과 경제활동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r- 

eshoring)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독립적인 공급 경로를 제공하는 우호적인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네트워크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년차로 접어든 팬데믹 충격 속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3일 공식 연설에서 “핵심 원자재, 기술 혹은 생산 등에서 시

장 지위를 경제를 교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정학적 지렛대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시장 접근성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미국 경제와 교역 파트너 국가 모두의 경제 위험을 

낮추어주는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프렌드쇼어링이란 “세계 경제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를 강력하

게 준수하는 국가 그룹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에 대한 2021년 백악관 보고서에서 밝힌 개념이다. 당시 백악관은 “반도체, 대

용량 배터리, 주요 광물 및 의약품에 대한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우호적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서비스

에 관한 높은 규범을 세우기 위해 ‘개방적인’ 다자간 협정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갈수

록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를 포함한 국익 전반에 대한 고려와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구’를 만

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핵심 의제 속에 프렌드쇼어링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자국 산업 전체나 

공급망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 시야를 개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및 공급업체와 연결을 강화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호주, 인도, 일본 무역장관이 모여 인도태평양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딜로이트인사이트 편집국은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

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과 IPEF

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회복 탄력적이며 민첩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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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미

국은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

만 트럼프 정부시절 TPP 탈퇴 후에, 미국 바이든 정

부에 들어서도 다시 새롭게 명명된 ‘포괄적·점진적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

고 보십니까?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나, CPTPP에 

대한 재가입이 국내 정치여건이나 여론 상 여의치 않

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IPEF 추진에 탄력을 가하고 있

습니다. IPEF에서는 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② 

탄력적 공급망 구축, ③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및 탈탄

소화, ④ 공정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의제를 중심으

로 국가 간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기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신 통상 의제로서 다자간 체제 내에서도 지

속 논의되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

운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국가 간 무역마찰, 공급망 교란 등이 가시

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제들입니

다. 따라서, IPEF는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축소

에 초점을 둔 CPTPP, RCEP 등 기존 무역협정을 대체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협의체라고 이해하

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공급망에 연관된 수출의 비중

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8.6%로서 일본의 34.4%, 

미국의 3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수입한 중간재

를 활용하는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

에, 공급망 안정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됩니

다. 유럽 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안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아·태 지역에서는 국가 간 

이질성, 지경학적(Geo-economics) 여건 등의 요인

들로 인해 뚜렷한 협의 채널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

니다. 따라서, IPEF는 역내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본격

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다자간 협력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각에서 IPEF를 중국을 배

제하려는 경제판 ‘쿼드’(Quad)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

고 중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IPEF

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

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기 보다는 중국 발 공급망 리

스크를 완충하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

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IPEF 출범은 적어도 공급

망 안정화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지역 국가들이 EU라는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산

업 이슈를 논의하듯 IPEF를 통해 아·태 지역 국가들 간 

다양한 어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더 구축

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아·태 지역 국

가 간 기술 표준 정립 등 국제적 어젠다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망 이외의 의제들, 특히 공정무역, 공정조

세 및 반부패(IPEF 1번, 4번 어젠다) 등의 의제에 대해

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감성

을 고려하여 정부가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켜보면서 정부는 실익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 합니

다. IPEF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어젠다에 동의하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Q 한국이 IPEF에 참여할 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

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PEF는 이제 막 출범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인 ‘실체’

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IPEF의 4개 주요 의

제의 세부적인 규정, 규범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입니

다. 과거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

복 조치는 말 그대로 한국이 군사적으로 실제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 당

국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IPEF 참여에 대한 항의성 

성명은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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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PEF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또한 

IPEF에 참여 예정인 국가들 대다수가 이미 다양한 분

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절시키는 형태의 공급망 재구축은 상상하기 어

렵습니다. 아울러, IPEF는 ‘다자’ 간의 경제 협력체이

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IPEF 참여국에게 중국

과의 경제 협력, 통상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Q 말씀하신 대로, IPEF는 아직 구체화, 실체화되지 않

은 부분이 많고 통상 규범, 공유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높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

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 등 국내 여건 변화에 따라 

미국이 자신이 구상한 IPEF를 제일 먼저 탈퇴할 가능

성도 상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참

여국에게 실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IPEF는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핵심 가치를 공유

하는 국가 간의 주요한 협력체 기능은 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는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국 공급

망 의존도를 줄이고 우방국, 동맹국과의 ‘프렌드쇼어

링’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경제, 통상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경우 글로벌 무역 협

정 참여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현 단

계의 IPEF는 의회의 승인이 아닌 단순 행정 명령에 의

해 추진 중이므로 추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모멘텀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다만 미국이 

IPEF를 탈퇴하여도 과거 TPP의 사례와 같이 논의 범

위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인프라 협력 등으로 

축소한 후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 논의 창구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고 일컬어

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한 여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산업, 무역, 안보 분야에

서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에 설수 없는 입장이기 때

문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

에서 끊임없이 민첩한 대응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

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PEF를 중국 배제형 경제판 ‘쿼드’

로 인식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급망 교

란은 중국뿐 아니라 아·태 역내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

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커

질수록 경제 운용에 대한 기본 철학 및 가치를 공유하

는 국가들 간의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프렌드쇼어

링이 확대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

다. 만약 중국이 자의적으로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

를 할 경우, 한·중 양자 관계가 아니라 IPEF를 매개로 

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

리나라의 IPEF 참여의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IPEF의 경우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여서 각 의

제별로 국가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오

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

역협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련된 국제 규범이 미

흡하거나 부재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강제성을 

갖는 규범의 확립 및 적용은 당분간 요원하다고 판단

됩니다. 아울러 대중 공급망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

가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회원국

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

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아닌 단순한 행

정명령 형식으로 IPEF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이 IPEF 내에서의 논의가 국익에 크게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탈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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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

태, 팬데믹,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기업들에게 공급망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망의 리질리언

스를 높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최근 3개월 

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

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

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비용에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이 있습니다. 공

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증

가하고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최근 2~3년간 겪은 공급망 교란 및 붕괴에 따라 발

생하는 손실과 비용을 고려하면, 리질리언스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주로 공급망의 ‘병

목’(bottleneck)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풀려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을 비

롯한 각종 수입물가가 급등하여 무역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는 과정

에서 무역적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

입니다. 

Q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대 전환의 분

기점에 온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또 향후 거시적 통상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의 국제사회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

의'(neo-liberalism)가 시대 사조였고, 이에 따라 국

제적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화 등이 강력히 추진

되었으며 국제 통상 역시 효율성, 개방성, 보편성에 기

반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기조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실질소득 정체 및 소득 불평등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 

IMF와 세계은행 등의 주도로 추진된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패, 중국과 인도의 정

부주도형 성장전략 성공 등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시

장개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

터 국제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했고,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통상·기술 패

권 경쟁 문제를 대선 과정부터 적극 부각시키고, 이후 

관세 인상,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도

래했다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많은 국

가들이 국제 규범을 따르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구조

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제 측면의 불확실성 및 

교란 요인이 많고 경제적 편익 이외의 정치, 외교, 안

보 상의 전략적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는 당분간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이 부각되다 보니 모든 국가 

간 경제 관계를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나 

양자 택일의 문제로 사고하는 방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무역은 해당 국가가 모두 이

익을 볼 수 있는 거래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달라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반 국제 정치경제적 

여건들이 이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국제무역을 시현하

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탈세계화(deglob- 

alization)나 세계화 속도의 감소(slowbalization)가 

아닌, 세계화의 성격이 바뀌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세계화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통

상 환경 변화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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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디지털 통상이 향후 통상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데이터

의 자유로운 이동, EU는 제한적 범위 내의 자유로운 

이동, 중국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의 엄격한 제한 및 데

이터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한국 디지털 통상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

야할 방향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 

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 대해 

회원국으로 가입, 참여를 추진하며 현재 협상 중에 있 

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5일에는 한국-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 

nership Agreement, KSDPA)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와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한

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항상 상충관계(trade-

off)가 있습니다. 지나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

선 한국이 DEPA에 가입한 이후 국가 간 법 체제, 규정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를지, EU

의 기조를 따를지 혹은 제3의 길을 가야하는지 신중하

게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IPEF를 디

지털 통상 관련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

습니다. EU는 이미 역내 협의체를 만들고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어젠다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

고 있는데 아·태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IPEF가 디지

털 통상 관련 협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Q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

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규범에 큰 변화

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제조업, 수출 기반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기업들

이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만

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SG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문제점 및 반

성에서 출발한 민간기업 측면에서의 대응이라 평가

합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초점을 두어 온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용성

을 기반으로 환경, 지배구조, 노동, 인권 등 비재무적 

가치를 기업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번영

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005년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발표된 이래 기업에 대한 투자, 공급망 구축, 정부 조

달,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ESG 원칙의 준수

가 기업활동의 주요한 환경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상황입

니다만, 적지 않은 도전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고질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불이익을 감

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ESG 준수 대상

이 대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협력 하청업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ESG 대응

이 불가한 반면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제한

적인 만큼, 핵심 이슈 위주의 선별적인 ESG 대응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

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ESG 평가지표의 개

발 및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ESG 평가지표

의 대부분은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입

니다. 또한 ESG 관리의 중요성을 중소기업 경영자들 

에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프

로그램 역시 긴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개입 없

이도 민간 스스로가 ESG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업활

동을 영위하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기업

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공급

망 리질리언스 역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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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 소통 및 협력채널 구

축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공

급망 현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공급망 교란은 산업 

어느 부문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 간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부처, 산업별 협회, 민간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

류 및 소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공급망 관리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

니 로드릭(Dani Rodrik) 교수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

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현대판 산업정

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

모 및 인적 구성, 제한된 정보 및 데이터 접근 권한, 분

석 역량,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Q 한국 주요 전략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국

을 비롯한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한국의 제조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수지로만 구성되

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이 경제의 핵심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선(

善)이고, 수입과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악(惡)이라는 고

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

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함으로써 소

득 수지가 늘어날 수 있고, 해외 진출국 현지의 금융 시

스템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업

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규모가 축

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핵심 제조 기반은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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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제조 기반이 

다양한 신 기술 도입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통상 질서와 공급망 격변의 시대에 직

면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무역과 

직접투자 활동도 전반적으로 하락 혹은 정체세가 이어

지면서 탈세계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거진 공급망 교란, 국제 교역의 급

락 등으로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는 

얘기가 곧잘 들립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과정에서 새로운 유

형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화는 디지털 서비스, R&D,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국제교류 확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코

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촉

진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의 성패는 디지털 경제에 얼마

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공

급자와 소비자 간 거래 양태, 가치사슬 창출 방식, 시

장 및 경쟁 구조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향후 무역거래도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기업

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기회와 도전요인들이 나타날 것

입니다. 가령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무역의 디지

털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접근

성 향상,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제품·서비스 혁

신 촉진 및 생산성 제고 등의 기회요인을 제공합니다.

반면, 플랫폼 의존성 심화에 따른 소비자 인터페이

스 및 고객 충성도 축소, 플랫폼 운영자의 데이터 지배

력 강화로 인한 혁신 기회 상실, 기업정보의 유출, 높은 

플랫폼 전환 비용 등은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

다. 기업들은 이 같은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고 기

업 특성에 맞는 기업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해

야 새로운 통상질서 및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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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적으로 2년 넘게 지속되어온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었

다. 수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원재료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물류 병목현상에 직면하면서 큰 손실을 입어 왔다. 이에 더해, 미-중 기술/패

권경쟁, 러-우 사태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 미-러 신냉전 시대 도래 가능성, 탄소 중립을 포함

한 ESG 이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 중단 사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

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구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

효되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 이를 탈퇴

했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했고 한국도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 변화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딜로이트인사이트 편집국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등 한국 기업들의 단기, 중장기 대응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전문가인 이준 산업연구원(KIET) 산

업정책본부장의 명쾌한 분석과 제언을 들어봤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 제고해야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컨설턴트

Interviewee: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본부장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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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기술/패권경쟁, 러-우 전쟁과 각종 원자재값 

상승, 미-러 신냉전 시대 도래 가능성, 탄소 중립을 포

함한 ESG 이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

류 중단 사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등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재편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기업의 입

장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미미한 수준에서만 영향을 끼

칠 요인과 장기적,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

인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기업들에게 공급망 위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입

니다. 보통은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

장 기능에 의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최

근의 공급망 위기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공

급망 교란의 강도가 심화되고 범위가 넓어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상황입니

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병목 현상(bottleneck)이 

2~3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초반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각종 공급망의 수급 상황을 

더욱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이 2년 넘

게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생산, 물류 측면의 

‘락다운’(lockdown)을 극복하지 못하고 ‘캐파’(capa, 

생산수용능력)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되었지만 글

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병목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

다. 또한 노동 공급 부족사태 지속도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거점의 두 축이 중국과 아세안

(ASEAN)인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물

류 거점 도시가 봉쇄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

속되며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적시에 원자재

를 공급받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평균 ‘리드타임’(lead time)도 

상당히 길어져 생산, 판매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4~5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영향력이 큰 것일 뿐, 사실 일시적인 현상

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안정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며 해소될 것입

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그 속

에 잠재 되어있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 일본의 경제안전보

장법안 추진, 탄소중립 이슈 등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

적인 변화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

요국들이 첨단 기술을 ‘전략자산화’하는 움직임이 커지

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오던 기존의 글로벌 공

급망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분기점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Q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통상 질서의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의 핵심 시사

점 중 한 가지는 한국과 일본 간의 FTA가 하나의 형태

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전과와는 

다른 새로운 무역질서가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더욱 중요하게 지켜봐야할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입니다. 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 협

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슈입니다. 보통의 무역 협정은 

관세 장벽을 상호 포괄적으로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IPEF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은 ▲무역의 공정성 ▲공

급망 회복탄력성 ▲청정에너지, 탈 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협력 등입니다. 이는 전통적 경제 원리를 넘어  

‘가치’가 포함된 어젠다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를 조정

하여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목표를 넘어 미래지향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무역 질서에 대한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이렇

게 되면 산업, 제품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의 상품이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IPEF에 가입한 상태로 앞으로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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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하거

나 개방적이지 않은 국가 혹은 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한 

경우 공급망을 바꾸거나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어젠다에 대해 IPEF에 참

여하기 보다는 일부 핵심 어젠다에 있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PEF와 RCEP 등의 통상무역 질서

의 변화는 결국 진행형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양

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에 설수 없는 입장이기 때

문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서 끊임없이 민첩한 대응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

리면, 아직까지 한국 기업과 정부가 미국, 중국 중 한 편

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는 시점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에게 모두 한국은 경제, 

안보, 첨단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대

상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

체 산업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DRAM)에서 독보적인 위

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는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대

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 없이는 반도

체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측면에

서,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요는 중국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약화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

는 국가는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도 컴퓨터를 비롯한 각

종 스마트 디바이스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IT산업이 있

어야 수요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대규모 IT산업을 보유

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잠재적 문제는 중국과 반도

체 관련 통상 마찰이 발생할 시 중국이 ‘비대칭 보복’

을 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도체로 시작된 통

상, 외교 이슈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중

대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사

드(THAAD) 이슈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한 경

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마찰이 생길 

시, 유사한 경제보복조치 인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

는 수많은 중간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공급망

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산업 전체

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에서 시작된 악영향

이 철강, 화학, 건설 산업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칩

4 동맹’ 결성을 제안하며 반도체 분야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철저히 공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

한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

니다. 물론 이 동맹에 참여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맹 내에서도 국가 간 경

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DRAM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위

상을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팹

리스(fabless) 기업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글로벌 팹리스 기업은 미국 기업

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

가야만 한국이 추구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습니다.

Q 탄소중립은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변화시킬 한 축

입니다. 그린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

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커

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술하신 바

와 같이 1) 석탄 사용 감축에 따른 전력난 및 이에 따른 

단기적 공급 충격, 2) 탄소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공급 

감소,  3) 핵심 공정 중간재 부족, 4) 탄소중립관련 유

망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중간재 공급 충격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에 대비해 국내 주

요 기업 입장에서 취해야할 선제적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94

Deloitte Insights

탄소중립 로드맵은 205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 장기

적 로드맵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탄소 집

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의 ‘발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작년에 경험한 요소수 부족 대란을 겪었는

데 이 역시 일종의 ‘공급망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4가지 공급망 위협 경로는 대표

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

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수 있

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

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그 지역이 석탄 발전 비중

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중국 지방 정부의 예기치 못한 환경 정책에 따라 기존에 

구축해 놓은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즉 원/부자재를 어

디서 어떻게 조달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공급망뿐

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벤더 등 협력사의 공급망까지 신

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

되는 마그네슘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의 물건을 공급하는 2차, 3차 

벤더인데, 인력과 역량이 풍부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

소기업의 담당자가 일일이 중국의 탄소 관련 정책과 규

제, 자연 재해 이슈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

다. 공급망 위기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된 국제적 법 제정이나 후속 지원 정책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협회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면밀히 취합하여 정부와의 소통

해야만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해서 리스

크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Q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수혜를 받는 분야도 있을 것

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의 공급망 구축 혹

은 관련 장비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보 그룹은 지난해 10월 녹색강철로 만든 세계 최초 

전기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향 후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여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분야는 유망 사업 분야 차원을 넘어, 한국 기업

들에게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해 나

가야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 ESG경영, RE100 등이 최근 기

업들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망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친환경적인 공정 구

조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품 자체도 친

환경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탄소 

중립형 신산업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고 이러한 신산

업의 특징은 초저전력, 초고용량, 초고밀도의 소재, 부

품,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분야가 자연스럽게 신성

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철강 산업도 2050년까지 공정을 '수

소환원제철공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개

발,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

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저감 및 친환경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및 기타 신산업은 유망 분야를 넘

어 기업과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반드시 개척, 확장

해 나가야 하는 신 산업 분야입니다.

   

Q 최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국 정

부가 협업하여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거

점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를 공급망 분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향후 이와 유사

한 공급망 분산 관련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가능 

산업 혹은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을 개척하고 아세안과 호주 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 거

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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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

리 생산 거점으로 적합한 국가입니다. 공급망 분산 측

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은 글

로벌 2위이고 중국이 1위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로 쓰이는 광물의 확보입니다. 

현재는 니켈을 비롯한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배터

리 원재료 수급을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입

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 파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터리 생산 원료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소싱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100% 대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도 배터리 원재료 확보를 중국에만 의

존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지렛대

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략 산업 분

야에서 이러한 공급망 대안 거점을 만들어 가는 상황

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거시적인 차

원에서 글로벌 수요를 커버하는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

이 공급망 분산을 위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함께 협업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해외동반진

출을 하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기

업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러한 대응 조직 설립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리질리언스 역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민관협력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또한 박사

님께서 보고서에서 언급하신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차

원에서 투자해야 하는 분야 혹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리질리언스가 최근 2년~3년 사이에 공급망 관련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과거에는 공급망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

했습니다. 즉 원재료 조달 비용을 낮추고 최종 생산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기업들에게 최우선 과제였던 것입

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급망이 길어지고 복잡해졌

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이 길면 길수록 관리가 어렵

습니다.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일

정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급망을 짧게 구축하

고 다변화하며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관리한다

는 의미입니다. 

공급망 충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

는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맥락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의 공급

망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기경보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 부문의 경우, 주기가 짧은 다양한 거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위기를 미

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은 실물을 다루

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변수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 상당히 긴밀한 정

보 공유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기업과 정부간 상

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가면서 공급망 위기관리 경험

을 축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

에서 축적되는 경험치를 면밀히 기록하고 데이터화 하

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운영해봐야 합니다.

Q 기업의 입장에서 최고 공급망 책임자(CSCO)의 역

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망 관련 민관협

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CSCO가 가져야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CSCO가 가져야 될 역량은 무조건 많

은 재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결과 실제로도 많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최대한 원재료 재고를 많이 쌓아 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급망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디지털화(digitalization)

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들이 취해야할 다음 미션은 ‘컨틴전시 플

랜’(contingency plan), 즉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 연

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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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체적 역량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이

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부도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

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민간 협단체

가 협력하여 신설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분석센

터’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공급망 격변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

국의 기업에게 제언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발 물류 대란 등은 단기적인 공급망 위협 요인입

니다. 이는 상황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

입니다. 반면 장기적인 요인 즉, 미-중 기술/패권 경쟁, 

탄소 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

급망 변화의 핵심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중국 중

심의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입

니다. 이 변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 기업별로 공급망 변화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

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많

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팬데

믹, 요소수 대란 등의 공급망 문제를 연속해서 겪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관리 역량도 높아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 특

히 중소기업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 특

히 중소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협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업 

단독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

별 협회, 대한상의 등과 같은 협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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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현)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전) 코쿠사이 대학교 교수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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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산업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가능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 컨설턴트

Interviewee: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여
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기업들은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QUAD)’라고 일컬

어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5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안전보장전략은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기술협력, 특허출원의 비

공개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소재, 부품 등을 

전략물자화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일본은 반도체 강국의 지위 회복을 노리고 있다.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 

개발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결정하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과거 일본의 반도체 원료 수출 금지에 대응

하여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췄고 한

국과 일본의 산업협력은 예전에 비해 매우 약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산업, 정치 분야 전문가인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기

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한국과 일본의 미래 산업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N T E R V I E W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100

Deloitte Insights

Q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트

럼프 정부시절 TPP 탈퇴 후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새롭게 명명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

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PEF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

양 전략’이라는 외교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인도 태

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을 추구하는 동맹국들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인도를 중시하는 입장

의 외교 방침입니다. 쿼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제안

한 IPEF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

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 차단

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IPEF는 이 지역 정부나 기업에 큰 충격이 아

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대

부분의 아세안(ASEAN)국가가 RCEP에 가입해 있고, 

이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RCEP에 미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조차도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는 이름으로 경제

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IPEF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

니다. 

마지막으로 IPE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을 늘

리는 것이, 특히 아세안 국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

리고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는 미국 시장의 개방

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회가 통상 권한을 가지

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통상 룰을 구축하

려고 해도 관세 철폐처럼 의회의 통상 권한에 저촉되

는 내용의 협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맺을 수 없습니

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개방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

제이고, 아세안 국가들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를 가

진 IPEF의 발효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없습니

다. 반면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 표명은 아세안 국

가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IPEF는 현재의 질

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IPEF의 내용과 중국의 대응(추가적 개방이

나 CPTPP 가입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강

구하면 됩니다. 

참고를 위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본에서는 RCEP

을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RCEP 자체가 일본과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논의

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미

국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IPEF도 RCEP과 대립되는 개

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하는 프레임워크이긴 하나, 아직 RCEP만큼 구체

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아세안 국가

들의 경우 두 경제협력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Q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고 일컬어

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한 여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기업들은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

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

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 일방의 공급망에만 집중된 협력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떤 대응 전략을 수

립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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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협력망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

다. 미국은 한-중간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

다. 일본 기업도 전기차 등 유망 분야에서는 중국 시

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망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반

드시 중국의 보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 사드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전례 때문에 

한국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기업들의 탈 중국 러시가 지속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중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역시 한국, 일본 및 ASEAN 국가와

의 경제 협력이 약화,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국제정치, 국제관

계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서방국 편에 서지

만, 민간차원의 경제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중 경제협회

는 한·중 경제협회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주요 인사들의 영향력도 훨씬 높습니다. 미국, 유

럽과 공조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시장 진

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이 미국 편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오히려 

공고히 하기 원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질

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균형 있게 유

지,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미국과 중국 중 어

느 한편에 설 것이라는 선언적 시그널을 주는 것은 삼

가야 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프렌드쇼어링’을 활

용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미·중 대립과 팬데믹 등으

로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자 프렌드쇼어링의 역

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렌드쇼어링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

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으로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기업 TSMC, 일본 기업 소니(Sony)와 덴소

(Denso)가 공동출자한 반도체 공장이 일본 구마모토

에 건설 중입니다. 설립 비용 1조 엔 중 4,000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

사되지 못했을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

는 로직 반도체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덴소의 자동차 

부품 등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소

재가 이 공장에 납품됩니다. TSMC공장의 설립으로 

일본 소재기업-TSMC-소니와 덴소로 이어지는 공급

망 파트너십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TSMC-SONY 공

장은 1,700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고, 간접 고용 파

급효과는 10,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와 조세 수입을 고려

하면 4,000억엔의 지원금에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업계의 판단입니다. 

Q 말씀하신대로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결정하

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

게 접근, 대응해 나가야 합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훼손된 상

태에서 일본이 대만 TSMC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반도체 연구 분야에

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기업과 소위 말하는 ‘오픈이노베

이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

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에게 주요 소재, 장비

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

에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

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대만과 대

립각을 세우기 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

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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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의 합작투자가 가능합니

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도 공급망을 다변화

하고, 공급망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할 수 있

습니다. 이미 과거에 삼성이 일본기업 샤프(Sharp)에 

출자하며 상호 협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전례를 참

고하여 어렵지 않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반도체 원료 수출 금지에 대응하여 한국은 소재/

부품/장비 산업 육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향 후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시, 이러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변화해야 합

니까?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일부 소

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급망은 일본을 포

함한 타국과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의 소

재 공급망의 시작점은 광산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호

주, 중국 등지에 많은 광산들이 분포하는 반면 한국에

는 이러한 광산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

다. 그래서 공급망을 완전 자립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타국 기

업과 합작하여 제3국의 광산 등에 지분을 투자하는 사

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

과 정부가 주요 산업, 소재별로 공급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 면밀히 파악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위

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해야 합

니다.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미국과 서방

세계 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연합 간 세력 대결, 

냉전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

다.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요청

했고 이에 중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생

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경제, 공급

망 측면에서의 중국 봉쇄 전략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

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 국제 관

계를 아우르는 분야이므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

다. 다만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일본의 사례와 일

본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 일

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

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성장하여 미

국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능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

도체 패권만큼은 일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했고 이에 굴복한 일본은 1986년에 미·

일 반도체협정에 서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서명 

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유사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중국은 과거 일본의 전례처럼 첨단 산업 패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러-우 사태 

관련하여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

도 타협을 해 나가고 있는 양상처럼 경제, 산업 측면에

서도 양국이 서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모범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일본과 중국 간 발생한 희토

류 분쟁입니다. 당시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對일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제품 불

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

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로 당시 중

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상황입니다.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 나

갔고 중국 이외 국가로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희토류 

광산에 적극 투자하며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상사들이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소지쓰(双日)가 

2010년 11월 일본 정부기구인 JOGMEC와 공동으로 

2억 5,000만 달러를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라이

너스(Lynas Corporation Ltd.)에 출자하는 등 일본

의 주요 상사들이 재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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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민관학이 협력하여 희토류 채굴,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인 것도 희토류 분쟁에서 일본의 승리

를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히타치(Hitach)는 희

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해냈는데, 

이 바탕에는 이미 2007년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집행한 것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이 희토류 분쟁 이전인 2007년에 이미 착수한 ‘원소

전략 프로젝트’에는 20여 개 대학과 기업이 참여했고 

2010년 이후 희토류 대체재료 개발에 그 연구성과가 

응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 일본은 각 종 협

회를 조직하여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

다. 한국도 다양한 분야의 협회를 신설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

습니다. 

Q 일본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 정책을 집

행해왔고 이 결과 2010~2017년기간 동안 총 7,000

여개의 기업이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사한 산업구

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리쇼어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

엇이고 만일 한국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현재

의 대내외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유의미한 수

준의 한국기업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주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해외판매의 비중은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공급망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급망 문

제뿐만 아니라 환율 리스크를 헷징(hedging)하기 위

해 해외 거점 기반을 넓혀왔고 지금도 더 넓혀가는 상

황입니다. 한국도 리쇼어링 보다는 해외 공급망 및 판

매 거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집행하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를 봐도 리쇼어링은 바람직하

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고 

한국도 일본의 추세를 따라갈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소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고 이러한 측면

에서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정책은 유의미한 효

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쇼어링 보다는 반

대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해외 기업들

의 공장, 연구소 등을 한국에 유치한다면 일자리 증대,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Q 최근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

은 경제 책략, 자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 공급망 구

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수출 통제, 

반도체 및 첨단 배터리 등의 전략물자화, 쿼드 4개국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미미한 수준의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지난 5월 11일에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기술협력,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안전보장전략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고

려해야할 제약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

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과거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

제 사례와 같은 통상조치를 시행하기 더 용이하게 만

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

법이 특별히 한국에 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과 일본이 충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 

법안이 통과했다고 해서 한국 기업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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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 과정에서 일본 내 주

요 기업들의 반발이나 기타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본

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도입 사례를 한국은 어

떻게 벤치마킹 해야 합니까?

반발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전략적 물

자와 기술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본 법이 시행될 시 각

종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은 사

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

술과 장비를 해외로 수출할 시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

과해야 하며 첨단 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해외 이

동에 제약 조건이 생기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습

니다.

한국도 경제안보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처럼 수차례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 조직 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

해 정부, 기업, 협회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업 규제

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경제안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경계하는 것처럼 주

변국의 경계를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국제법이나 상호 대칭성에도 주의를 기

울여야 합니다.  

Q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에 따라, 과거 對한

국 반도체 원료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한 공급망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기치 못한 이슈가 돌발하지 않는 한, 2019년에 있었

던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도 말했지

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

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망에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기시다 정

부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 한일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

이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규제로 일본이 얻은 실익

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넷째, 일본의 경제안

전보장추진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일본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

을 일으켜 자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은 취지에 맞

지 않습니다. 

Q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쿼드 4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핵

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한미일 정부 모두 한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

제 해결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두 문제 모

두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사죄와 

배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일 정

부가 물밑 협상 중인데,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다만 한국, 일본 모두 국내 여론을 어떻게 납득시키

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Q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와 국제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경쟁 관계(co-

opetition)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

하다면,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어 나가야 합니까?

RCEP, CPTPP, IPEF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가 양

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리고 한국과 일본의 부품 업

체들이 양국 완성차 제조사에 자유롭게 납품하는 구도

입니다.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되면 양국 기업 

모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 언급한 프렌드쇼어링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완성차 제조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 

부품사 납품을 늘린 바가 있고, 2019년 수출 규제 후

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상

당히 가깝기 때문에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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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공급망, 산업, 통상 측면의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민관협력 추진 방안

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대한상의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한국 기업의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희

망하고 협력분야로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입장도 비슷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공급망이 훼손된 

것은 양국 기업 모두에 손실이 되었습니다. 민관협력

을 통한 프렌드쇼어링의 추진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TSMC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소니와 덴소가 출자하여 TSMC 공장을 구마모토

에 설립한 것처럼 한국 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한국은 일본 기업에 거대한 시장입니다. 일본 기업

은 오래전부터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유

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직난이 큰 문

제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일본의 구인난과 

한국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

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인적 교류도 다시 활발해졌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의 많은 청

년들이 일본 기업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필리

핀 일리한 전력 발전소, 요르단 IPP3 프로젝트 등)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많은데, 지난 수년간 이러

한 협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거 전례에서 이미 시

너지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한일 기업간 공동 해외

진출도 다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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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총 직원 수가 34만5,000명을 넘는 최고의 전문 

서비스 조직(professional services firm)으로 전 세계 거

의 모든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업계의 판도를 뒤바

꾸는 크로스보더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지식과 전문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다. 딜로이트는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고객사의 니즈에 초점

을 맞춰 최근 ‘딜로이트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실무’(Deloitte 

Automotive Supplier Practice) 단위를 조직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 우리의 공급업체 고객사들이 지역에 따라, 또한 시장 패턴

과 역학에 따라 천차만별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를 요구

하는 고객사의 니즈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

객사들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딜로이트가 정기 발행하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업체 업데이

트’(Global Supplier Updates) 보고서를 통해 책임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최신 현황: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이슈와 전략 탐색하기

 Dr. Harald Proff 외 8인 ㅣ Deloitte Automotive Supplier Practi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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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최신 동향

반도체 부족 사태

단기적 반도체 공급난은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2021년 한 해 자동차 생산량이 약 770만 대 줄었고, 이로 인해 매

출이 미화 2,100억 달러 감소했다.

원인

팬데믹이 주요 원인이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초기에는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완전히 정

체됐으나, 시간이 지나자 수요가 폭발했다. 원격 근무뿐 아니라 온

라인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에 필요한 기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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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2020년 4~5월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30% 급감했다

전자기기 부문별 반도체 매출 (단위: 미화 10억 달러)

출처: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블루북 판매 자료(Bluebook Sales Data)

출처: 가트너(Gartner) ‘반도체 전망 데이터베이스’(Semiconductor Forecas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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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효과

공급망 내 정보가 혼란스럽고 간접적인 양상으로 전달돼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수요 전망을 초래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와 파운드리간 연결

고리가 약해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공급망 관리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여전히 단기 전망에 근거해 부품을 적시 조달하

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도체 리드타임(lead time)이 26

주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조달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시스템

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부품은 조달원이 단일 업체인 경우

가 많고 엄격한 품질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동안 공급망이 유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OEM이 받은 영향

완성차업체(OEM)들은 반도체 재고가 부족해지자 마진율이 높은 프리

미엄 및 럭셔리 자동차 생산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이보다 크기가 작

은(A~B 세그먼트) 자동차 생산이 불균형적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 부

품공급업체들은 이미 팬데믹에 따른 봉쇄 및 각종 제한 조치들로 인해 

타격을 받았는데, 반도체 수급난으로 더욱 큰 운영 차질에 직면할 것

이다. 특히 양산차(volume segment) 부문의 부품공급업체들은 더

욱 타격이 크다.

반도체의 중요성

반도체가 공급망의 필수 부분이 되는 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반도체

는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산업 장비까지 모든 것을 구동 시킬 뿐 아니

라,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5세대(5G)와 같은 첨단 무선 네트워크

의 핵심 실현 기술로 작용한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을 발판 삼아 자동차용, 산업용, 소비재용, 데이터

처리용, 군용 및 민간 항공용, 통신용 등 6대 반도체 최종사용자 부문의 

수요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

면, 자동차 부문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2020년부터 2024년(전망)

까지 15.6%를 기록해, 6대 부문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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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규제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CO2) 규제 강화는 앞으로 수 십년간 거스를 수 없는 글

로벌 추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주요 동

인이 되고 있다. 

주요 OEM들이 주력 시장을 차별점으로 삼고 있는 것도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유럽 OEM들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 OEM들

은 북미와 일본 시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북미 OEM들은 주로 자국 시장을 겨냥하고 한 개 시장을 덤으로 추가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들은 어느 시장에서 활동하고 어느 OEM과 공

급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1 https://www.electronicdesign.com/markets/automotive/article/21174750/electronic-design-intel-to-commit- 
 foundry-capacity-for-chipstarved-auto-industry
2 https://auto.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auto-components/sony-to-invest-500-mln-in-tsmcs-new- 
 japan-chip-plant-venture/87608386 

신규 투자

공장을 소유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수 반도체 기업

들은 외국, 주로 대만에 위치한 주요 파운드리 몇 곳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TSMC 등 대만 공급업체들이 반도체 생산 부문을 장악하고 있

다. 이들은 2020년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총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반도체 제조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 TSMC는 향후 3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000억 달러

를 지출할 계획이다.

• 인텔(Intel)은 미국 외 파운드리 중 최대 규모 파운드리 한 곳에서 생산

능력 일부분을 자동차용 반도체 전담으로 지정했다.1

• 소니그룹(Sony Group)은 TSMC와 함께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

설하는 70억 달러 규모 합작벤처에 참여해 5억 달러를 투자했다.2 

• 삼성전자 또한 TSMC와 경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1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몇 분기를 더 기다려야 한다. 또

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등 범용(low-end) 반도체칩(40 나노미터 

이하) 부족인데, 이들 투자 중 상당수는 미래 수요인 고성능(high-end) 반도체에 주력

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칩 부족 사태는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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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OEM들의 자동차 판매 분포 현황

OEM

유럽

미국

일본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BMW

포드

혼다

북미 유럽 중국 일본

출처: IHS

CO2 배출 규제 강화가 전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지역마다 상당히 달라 전 세계 공급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2035년부터는 무공해 차량, 배터리 전기차(BEV), 연료전지차(FCEV)만 신차 등록을 할 수 있
다. 이는 명백한 글로벌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3

내연기관(ICE)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 목표를 제시한 국가들

출처: 딜로이트 분석 / *유럽은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을 포함

무공해 차량으로 전면 전환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BEV와 FCEV로 대거 전환 무공해 차량으로 일부 전환

EU(2035년) 
‘무공해 차량’ 100% 목표

일본(2035년)
전기차 100% 목표

중국(2035년)
신에너지차 50% /
하이브리드 에너지차 50% 목표

캐나다(2035년)  
BEV, FCEV, 
PHEV 100% 목표

미국(2030년)  
‘무공해 차량’, PHEV 50% /
ICE 50% 목표

BEV와 PHEV의 
판매 침투율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2035년)  
BEV, FCEV 100% 목표

4% 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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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 시나리오 (단위: 백만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하 ‘전쟁’) 또한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크라이

나가 수출하는 와이어하니스(wire harness) 등 긴요한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자동차 공급망에 부담이 추가

됐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악화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다. 

이로 인해 2022~2023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매년 약 26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하방 위험을 

반영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기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매년 400만 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30

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는 전쟁 전 제시된 전망치에서 약 2,500만 대 하향 조정됐다.

출처: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IHS ‘경량 자동차’(Light Vehicle) 보고서

유럽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가장 

극심하게 받은 곳은 유럽이다. 올해 유럽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는 전쟁 전 전망치에 비해 170만 대 하향 조정됐

다. 이는 전쟁 전 생산량에서 9.1%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 중 100만 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장의 수요 

감소 때문이며, 나머지 70만 대는 반도체 공급난과 와

이어하니스 등 우크라이나산 긴요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이미 OEM들은 러시아의 침공

과 연관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가 지속되며 러시아의 자동차 수요

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타 지역

러시아의 침공 사태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에 가

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對)러시아 제재가 예상돼, 반도체 공급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 자동차 생산량은 48만 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생산량의 3.2%에 불

과하며, 유럽의 9.1%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이 

외 글로벌 시장의 생산량 전망치는 전쟁 전 전망치에 비

해 0.8% 하향 조정되는 데 그쳤다.

전쟁 전 전망치

조정된 전망치

최악의 시나리오
2019

89.0

2020

74.6

2021

77.1

2023

87.0

88.4

91.0

2022

80.1

81.5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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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7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유럽 경량 자동차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대)

글로벌 경량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 변동 (단위: 백만 대)

출처: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IHS ‘경량 자동차’(Light Vehicle) 보고서

출처: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IHS ‘경량 자동차’(Light Vehicl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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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시장 최신 동향

북미

변화하는 기업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미 자동차 공급업체들도 미래 대비 사업 재편에 한

창이다. 이들은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주요 파괴적 혁신 기술에 주

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딜로이트가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고객사들에 일상적으로 제

공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운전자본 최적화이다. 기업의 현재 역량 대비 ‘뉴

노멀’(new normal)을 파악해 운전자본을 최적화하여 유동성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을 실행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사업 재구축

상당수 부품공급업체들은 확보 가능성, 리드 타임, 가격 정책 등에 기반해 제품 

생산과 조달 지역을 재고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대표적 요인으로 관세를 들 수 

있다.) 딜로이트는 이를 계기로 부품공급업체들과 생산 및 물류 거점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북미 공급업체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 소

재 공급업체 리어(Lear)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리어는 2021년 상반기에 대

만 업체 후레인(Hu Lane Associate Inc., 胡連精密股有限公司)과 합작벤처

를 설립했다. 리어는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자동차 아키텍처 설계에 필요한 다

양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의 제작과 생산을 위한 수직 통합 역량을 확대할 수 있

게 됐다. 리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불과 한 달 후에 노르웨이 업체 콩스버

그오토모티브(Kongsberg Automotive)의 인테리어 컴포트 시스템(Interior 

Comfort Systems) 사업부를 1억7,500만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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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전환이 지속되는 추세가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이슈와 맞

물리자, 부품공급업체들은 사업 프로세스의 E2E(end-to-end) 디지털화에 박

차를 가하게 됐다.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제품 및 수거 라인을 갖춘 물류 센터뿐 

아니라, 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온라

인 예비 부품 판매 움직임까지 디지털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말 독일 부품업체 ZF는 다음 단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ZF는 “총체적 데이터 및 통합 플랫폼인 ZF 클라우드를 통해 마이크

로소프트(MS)의 애저(Azure)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든 산업 및 운영 생산과 

사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겠다”고 밝혔다. ZF는 향후 수 년간 디지털 전환

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한 액수가 MS와의 협업에 할당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SG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들

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는 환경 문제에 편향돼 있고 지배구조는 등

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체들의 ESG 보고서가 다루는 200가지 

주제 중에서 약 3분의 1이 환경과 관련이 있었으나, 기업 지배구조와 준법감시

를 다룬 부분은 고작 3%에 그쳤다.

또한 북미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부문은 ESG 보고를 위한 단일표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 업체들이 여러 가지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ESG 실태를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실정

이다. 게다가 일부 주요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들은 보고 양식이나 접근법이 통

일돼 있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나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만 단독으로 제시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ESG 성

과를 재무 성과나 전반적인 사업 성과와 통합해 매우 복잡한 보고서로 제시하

는 경우도 있다.

최신 딜로이트 연구에 나타났듯이, 자동차 부문 인재관리 측면에서 다양성·공

정성·포용성(DEI)의 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북미 자

동차 공급업체들 사이 DEI 노력에는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중국 부품업체 옌펑(Yangfeng, 延锋)의 다양성 및 포용성 그룹

(Diversity & Inclusion Group)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암울하기 

만 하지는 않다. 옌펑 소속 직원 두 명이 2021년 말에 자동차부문 다양성·포

용성·발전센터(Center for Automotive Diversity, Inclusion and Adva- 

ncement, CADIA)로부터 ‘임팩트 어워드’(Impact Award)를 수상했다.

공급업체들에게는 올 한 해 ESG 전략을 수립, 이행, 보고할 수 있는 중대한 기

회가 여전히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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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변화하는 기업들

아태 지역 부품공급업체들은 시의적절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

동화 ▲ICE 관련 사업의 매각 ▲전기차 관련 사업과 기술의 인수 및 투자 등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다만 아태 지역의 대형 

1차 공급업체들은 유럽 업체들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훨씬 느리다. 이는 유럽에 

비해 CO2 규제가 느슨하고 신제품 출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 재구축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아태 자동차 공급업체 부문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퇴출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행들이 식품 서비스와 

여행 산업 등의 대출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반면, 자동차 공급업체들에게는 운 

전자본을 계속 대출해 주며 팬데믹과 관련한 생산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문제가 OEM들의 지대한 관심사임

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외국 자회사는 적극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

고 있다.

디지털화

일본 토요타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생산 감축을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확

산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핵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

문이다. 이를 계기로 부품공급업체와 OEM들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전략을 

재고하게 됐고,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급망 시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팬데믹뿐 아니라 아시아를 강타한 여타 자연재해(사이클론, 홍수, 지진 등)도 

글로벌 공급망을 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이버 보안도 아태 공급업체들의 주요 관심사다. 토요타는 플라스틱 및 전자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인 코지마 프레스공업(Kojima Industries)에 대한 해

킹 공격으로 인해 14개 공장의 생산을 24시간 중단해야 했다. 이 사건 이전에

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토요타의 생산 중단 사

태는 공급망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중소 부품 업체에 대

한 해킹 공격이라 하더라도 전체 다운스트림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

각심이 확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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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변화하는 기업들

유럽 공급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CO2 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우

리는 유럽연합(EU) 시장에서 2035년에는 ICE 차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ICE 관련 제품에 주력하는 공급업체들은 사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

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ICE 제품 사업부를 카브아웃(carve-out, 분리 

후 기업공개를 통해 지분 매각) 또는 스핀오프(spin-off, 회사 분할)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ICE 부문에 주력하는 사업부를 매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는 않다 하더라도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는 자

동차 사업부들은 수많은 M&A 러브콜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자동차 공급

업체 부문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 재구축

COVID-19 위기가 막 시작됐을 때 시장은 유럽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들의 파산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은 빗나갔지만, IFA 그룹(IFA Group)과 

BOS 등 규모가 작지 않은 공급업체들이 재무 위기에 몰려 매각됐다. 이러한 경

우 대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지분을 인수한다. 통상 채권자인 은행들이 채무 

상환을 연장해주고 신규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면, 기존 주주들이 싼 

값에 지분을 매각하는 식이다.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고객사들은 회생 방안뿐 아니라 운전자본 확보와 운영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재편 방안에 대해 딜로이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ESG

이렇다 할 전기차 전략을 내놓지 않았던 일본 OEM들이 2021년 10~11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후 연달아 중대 발표에 나

섰다. [혼다(Honda)는 10월에, 닛산(Nissan)은 11월에, 토요타는 12월에 각

각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다.]

부품공급업체들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OEM들이 추가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기다려 왔다. 이제 OEM들이 전기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공급업체들은 소비자들이 ICE로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을 얼마나 빨리 주도할 

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실제로 COP26 개최 후 ESG 전략과 탄소 발자국 전망에 대한 부품공급업체

와 OEM들의 자문 요청이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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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자동차 공급업체들도 가치사슬의 유연성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확실성에 더욱 빨리 대응하

고, 수익성을 개선해 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소프트

웨어 개발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부각되고 있다. 또한 원자재 부족

난으로 인해 고비용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 기회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의 초점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역량의 풀로 전환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용기업)와의 협력도 마

찬가지다. 분명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렵거나 공통 지배구조 모델 사용 때문에 무

제한 협력의 영역으로 선뜻 진입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부품공급업체 부문의 전환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는 디지

털화 때문만이 아니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모두가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부문의 가치사

슬을 재편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딜로이트가 최근 실시한 ‘독일 자동차 산업’(German Automotive Industry) 

서베이에 따르면, 대부분 자동차 공급업체들은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핵심 측면

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

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그쳤다. 그럼에도 ESG는 전체 공급망에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가지 두드러진 추세로는 OEM들이 더욱 정교한 조치를 마련해 부품공급 

업체들이 자사의 ESG 요건을 충족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ESG의 각 항목에 대해 감사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라

고 부품공급업체들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품공급업체들은 높은 투명

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흥미로운 전환이 

자동차 공급업체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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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동

통합 포트폴리오 조정

현재로서는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할 기미가 전혀 보이

지 않기 때문에, 기업간 통합이 지속되고 있다.

콩스버그 + 리어 (2021년 10월)

미국 소재 자동차 좌석 및 전력 공급 시스템 제조사인 리

어(Lear Corporation)는 노르웨이 부품 업체 콩스버그

오토모티브(Kongsberg Automotive)의 인테리어 컴

포트 시스템(Interior Comfort Systems) 사업부를 인

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콩스버그는 브레이크와 핸

들, 휠 시스템, 변속기, 스태빌라이저 등을 만드는 회사

다. 인수가는 미화 2억364만 달러로 결정됐다.

벤틀러 + 실로 (2021년 7월)

실로 인더스트리(Shiloh Industries Inc.)는 미국 인디 

애나주 고션(Goshen)과 미시간주 캘러머주(Kalamaz- 

oo)에 각각 위치한 벤틀러 인터내셔널(Benteler Inte- 

rnational AG)의 공장 두 곳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메리터 + 커민스 (2022년 2월)

커민스(Cummins)는 메리터(Meritor)에 우호적 합병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상업용 자동차 부문에서 대어급 

딜에 속한다. 커민스는 메리터의 차축 및 브레이크 부문

으로 엔진과 변속기 부문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구동계 부문의 제품군을 강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자동차 산업의 가치창출 모델이 급변하고 있다. 부분적

으로 구동계 기술 발전뿐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

도가 이러한 전환을 이끌고 있다.

헬라 + 포레시아 (2021년 8월)

프랑스 상장기업인 포레시아(Fauresia S.A.)는 독일 상

장기업 헬라(HELLA GmnH & Co. KGaA)를 인수하기

로 합의했다. 헬라는 연구개발(R&D)과 더불어 차량 조

명 시스템과 여타 전자기기 부품 및 시스템 생산에 주

력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 자동차 공급업체 부문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앞서 언

급한 지역적 요인에 기반해 주요 M&A 딜을 둘러싼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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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구축 자동차 신기술

테네코 + 아폴로 (2022년 2월)

미국 대체자산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 

agement)는 자동차 배기장치와 서스펜션 부문의 선도

적 상장사인 테네코(Tenneco Inc.)를 63억 달러에 인

수하기로 합의했다. 테네코는 2018년에 미국 페더럴-

모굴(Federal-Mogul)과 합병했으나 줄곧 분사를 꾀

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아폴로에게는 일종의 투자 논거

(investment thesis)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렐리 (2022년 3월)

사모펀드 KKR이 지원하는 마렐리(Marelli)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 

R)에 따라 사업을 회생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 스폰서

들과 협의 중이다. 마렐리뿐 아니라 많은 일본 공급업

체들이 COVID-19와 반도체 부족난으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일본 기업집단 '게이레쓰'(系列, keiretsu) 구조

가 선사하는 안락함의 한계에서 탈피하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ADR을 신청한 일본 

기업은 아케보노 브레이크(Akebono Brake)와 산덴

(Sanden)에 이어 마렐리가 세 번째에 불과하다는 점

이 눈에 띈다.

할리데이비슨 + AEA브릿지스 (2021년 12월)

지속가능성에 주력하는 미국 소재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인 AEA브릿지스임팩트(AEA-Bridges Impact 

Corp.)는 상장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데이비슨(Harley 

Davidson)의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합의

했다. 인수가는 16억 달러이며, SPAC 합병 방식으로 거

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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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측면의 고찰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들 간에 비교 

가능한 일반적인 실적배수는 없다.

다만 EV/EBITDA(기업가치/세전·이자지급전이익) 비율을 

비교하면, 전기장치, 마이크로콘트롤러, 애프터마켓 등에 속

한 업체들이 가치가 높고, 금속성형과 소음진동[NVH(noise, 

vibration, harshness)] 부품업체들은 낮다.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COVID-19 초기에는 기업 가치평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후 

팬데믹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반등 효과로 급등했다가, 최근 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시 하락하고 있다. 

사실 기업 가치평가는 부품 세그먼트마다 천차만별이다. 이

는 각 부품 세그먼트의 미래 수익 창출 잠재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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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난 5년간 자동차 부품 세그먼트별 EV/EBITDA(NTM)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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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반도체 공급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딜로이트가 제시

하는 공급망 전략을 활용하면 반도체 제조사와 구매사, 정부 

모두 그에 따른 고통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고작 1달러짜리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서 값비싼 각종 기기

와 전자제품,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각종 반도체 제품의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부

족 사태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러한 반도체 공급난이 2022년

까지 지속되며, 일부 부품의 리드타임(lead time)이 2023년까

지 밀려 2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용 컴퓨터

(PC),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기타 소비재, 특히 자동차 산업 등 

곳곳에서 반도체 공급난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 반도

체 부족으로 인한 2020~2022년 글로벌 누적 손실액은 미화 

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2

반도체 부족난에 대한 5가지 솔루션

Chris Richard 외 3인 l Deloitte Global SCNO

02

1 Don Clark, “‘It’s a roller-coaster ride’: Global chip shortage is making industries sweat,” New York Times, April 15, 2021.
2 Deloitte analysis of various estimates of impact on auto industry, plus overall impact o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Deloitte analysis of various estimates of impact on auto industry, plus overall impact o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economies.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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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족난에 대한 5가지 솔루션

다음에 닥칠 반도체 공급난은 절대 금번 위기보다 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

다. 다양한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3 이러한 

공급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한층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 유통사, 고객사(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

는가? 우선 이들 모두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부족이라는 문제는 워낙 

커다란 사안이기 때문에 단일 기업은 물론 심지어 산업 차원에서도 자체적으

로 상황을 바꾸기 힘들다.

전례 없는 일회성 위기? 그렇지 않다

이번 반도체 공급난이 일회성 위기라는 주장도 있다. 한 세기에 한 번 발생할

까 말까 한 팬데믹만 아니었다면, 일본 주요 반도체 공장에 대형 화재만 발생

하지 않았다면, 미국 텍사스에 난데없이 한파만 덮치지 않았다면, 수에즈 운하

에 대형 컨테이너선만 좌초되지 않았다면 이번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고, 이 모든 일이 우연히 한꺼번에 닥치지만 않는다면 이번처럼 심각한 위기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운을 맞추는 법이다. 앞으로 10년, 글로벌 경

기침체, 대형 기후 사태, 주요 항구나 해협의 운영 차질 등이 거의 동시에 발

생할 확률이 99%라고 단언한다. 반도체 제조업과 공급망은 태생적으로 차질

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난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Duncan Stewart, Measuring semiconductors’ economic impact in a smarter 
 world: Chips are playing an ever-larger role in global products and operations, 
 Deloitte Insights, April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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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도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지난 30년 

간 이번과 비슷한 기간과 정도의 수급난이 여섯 차 

례 발생한 바 있다(그림 1). 테크 버블(tech bubb- 

le, 닷컴 버블)이나 2009년 경기침체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 또는 심화하

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생

하기도 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는 언제

나 돈이 많이 들고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는 

기술과 시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하는 산업

의 성장 파고들 사이에 발생하는데, 새로운 팹(fab, 

반도체 조립 공장)을 건립하는 결정이 이뤄진 후 이 

팹이 드디어 생산을 시작해 첫 웨이퍼 완제품을 내

놓을 때까지 걸리는 리드타임도 매우 길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물어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반도

체 공급난이 또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발생

할 것이며,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이다.

반도체 공급난, 막을 수는 없지만 여파를 줄
일 수는 있다

그림 2는 5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각각의 생태

계 참여자들이 어떠한 대응 전략에 가장 많이 관여

돼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어떤 전략

도 단독으로는 다음 반도체 부족난을 완전히 완화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모든 전략이 채찍효과

(bullwhip effect)를 무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일

조하며, 특히 전례 없는 글로벌 팀워크와 협력이 필

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자 모두 각각의 역할

을 하며 협력하는 한편 과잉공급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더욱 광범위한 반도체 생태

계와 가치사슬 내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대응 전략

을 적절히 선택, 혼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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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90년~2021년 2분기까지 각 침체기의 분기별 전 세계 집적회로(IC) 출하량
로그스케일(log scale) 그래프

침체기 분기별 글로벌 IC 출하량 (단위: 십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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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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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COVID-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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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과잉재고 해소

일본 쓰나미

무역전쟁

출처: 2차 연구와 공개 자료 및 보고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그림 2

반도체 생태계 참여자별 핵심 대응 전략

대응 전략

전반적 생산역량 확대

지역적 생산역량 확대

전략적 린(lean) 구조 수립

채찍효과 깨기

디지털 전환

반도체 제조사 반도체 판매사 고객사 정부

출처: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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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생산역량 확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생산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

례 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 3대 반도체 제조사

의 2021~2023년 사이 설비투자는 2억 달러를 넘고, 

2025년에는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4 각

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

다.5 전 세계 웨이퍼 생산능력은 8인치 웨이퍼 환산치

(200mm-equivalent)로 2020년 약 8,000만 장에

서 2024년 말에는 1억2,000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8인치(200mm)와 12인치(300mm) 

규격의 웨이퍼 생산능력도 비슷한 속도로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6

세부적으로 8인치 웨이퍼의 생산능력은 공장 신설

보다는 기존 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팹의 

2020~2022년 설비 투자액은 12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7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주력 공정 및 

첨단 12인치 공정(주로 3, 5, 7나노미터로 10나노미터 

미만)의 생산능력이 성숙 공정보다 빠르게 성장할 전망

이다(그림 3, 4 참조). 

그림 3

그림 4

2019~2024년 전 세계 크기별 웨이퍼 생산능력(150mm, 200mm, 300mm)
8인치급 웨이퍼 환산 기준 웨이퍼 생산능력(단위: 백만 장)

전 세계 공정별 웨이퍼 생산능력(2019~2024년)
8인치급 웨이퍼 환산 기준 웨이퍼 생산능력(단위: 백만 개)

참조: E는 예측치, F는 전망치
출처: 가트너(Gartner®)가 2021년 3분기에 업데이트한 ‘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에 기반해 
딜로이트가 제작한 그래픽, 2021년 9월
GARTNER는 가트너 그리고 또는 미국과 글로벌 자회사의 등록 상표이자 서비스 마크이며, 허락을 받아 본고에 사용됐다.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가트너(Gartner®)가 2021년 3분기에 업데이트한 ‘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에 기반해 
딜로이트가 제작한 그래픽, 2021년 9월
GARTNER는 가트너 그리고 또는 미국과 글로벌 자회사의 등록 상표이자 서비스 마크이며, 허락을 받아 본고에 사용됐다.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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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 3년간 전반적 생산능력을 50% 확대한다고 해서 미래 부족난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요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5세대(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머신

러닝(ML), 지능형 에지컴퓨팅(intelligent edge), 사물인터넷(IoT) 등이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는 이미 많은 반도체칩이 탑재된 제품의 성능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는 반도체가 전혀 탑재되지 않았

던 제품에 새로 탑재되는 것이다.

지역적 생산역량 확대

반도체 산업은 종합 제조 설비 수준과 서드파티 웨이퍼 

파운드리 수준 모두 몇 개 지역에 극도로 집중된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 

기술 단계가 고급으로 갈수록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이

상이 몇 개 국가 및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 당연하다. 처

음에는 미국과 실리콘밸리에 집중돼 있다가 1990년에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간 뒤, 최근에는 대만과 한국으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동아시아(일본과 

중국 포함해 약 60% 차지)8에 생산능력이 집중돼 있는 현

실에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

작했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등 국

가에서도 공장 신설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9 이러한 

과정을 ‘현지화’(localization)라고 부른다.

생산능력을 더욱 많은 지역으로 분산하고 극심한 집중

화를 해소한다면 지역적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 공급

난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분명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공급망이 단 몇 개 지역에 집중돼 있는 현상을 바

꾸기는 힘들다. 전 세계에 400개 이상의 반도체 생

산시설이 있으며 2022년까지 300mm 팹 24개

가 신설될 계획이지만, 같은 기간 신설 계획이 발

표된 200mm 팹은 10개뿐이다.10 이들 중 일부는 

한국과 대만에 세워질 예정이다. 팹이 신설된다 하

더라도 동아시아 집중도는 단 몇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쳐, 2023년까지도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도체 산업은 태생적으로 고도로 집중된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인력과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되는 것이다(그림 6). 제조-테스트-

패키징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인근 거리에서 할 수 

있다면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강화된다.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강력한 인력과 기술 풀을 형

성할 수 있다. 앞서 지역적으로 더욱 분산된 제조 

역량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1970년대 영

국의 실리콘글렌(Silicon Glen) 등] 모두 허사로 돌

아갔다.11

4 Deloitte analysis of public announcements from selected large public companies that make semiconductors.
5 Deloitte analysis of publicly announced US, EU, and Chinese initiatives.
6 Based on data from 2021 Gartner—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 3Q21 
 update, September 2021.
7 Samuel K. Moore, “How and when the chip shortage will end, in 4 charts. Fabs using older process nodes are the key,” 
 IEEE Spectrum, June 29, 2021.
8 Alex Irwin-Hunt, “In charts: Asia’s manufacturing dominance,” Financial Times, March 24, 2021.
9 Geektime, “Taiwan and Israel's joint future with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ugust 18, 2021.
10 Moore, “How and when the chip shortage will end, in 4 charts.”
11 Scotsman, “Silicon Glen: The miracle that just melted away,” November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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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6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능력/시설의 85%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 세계 지역별 파운드리 생산능력(2021년 예측치)

글로벌 반도체 생산능력
1990~2025년 지역별 비율(단위: 백분율)

1990~2025년 
지역별 점유율 변화

기타 지역  6퍼센트 포인트(pps) 상승

중국  21pps 상승

대만  21pps 상승

한국  19pps 상승

일본  5pps 하락

미국  25pps 하락

유럽  37pps 하락

참조: 기타 지역은 주로 유럽, 북미, 일본을 포함
출처: 트렌드포스(TrendForce) 자료에 기반한 모닝브루(Morningbrew.com) 기사 (2021년 3월).

참조: F는 전망치
출처: 서드파티의 공개 출처에서 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대만

한국

중국

기타 지역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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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린 구조 수립

반도체 바이어(수요 측면)와 도소매 유통판매사들은 

여러 가지 지렛대를 활용해 린 구조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린 구조가 약하다는 것은 반도체 제품을 빨리 

구입해 완충 및 여유 재고를 비축해 두는 것이며, 린 구

조가 강하다는 것은 제품을 늦게 구입해 완충 및 여유 

재고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바이어들과 판매사들은 

100% 적시(JIT) 공급망 관리 시스템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재고를 쌓아 둘 수 있으며, 

공급원을 단일화하거나 이원화할 수도 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100% 물량에 기반해 가격을 정할 수도 있고, 장 

기적으로 구속력 높은 ‘취소 및 반환 불가’(non can- 

cellable, non-returnable, NCNR)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현재 부족난이 지속되면서 향후 12개월간 

NCNR 계약을 맺은 기업도 있고, 기간을 12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한 기업도 있다.12 대부분 기업 또는 산업

은 이러한 접근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지나치게 강한 린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도

체 공급난이 발생하면 적어도 처음에는 린 구조가 

약한 공급망 모델이 유리하다.

• ‘공급난의 여파는 결국 모든 산업에 미친다.’ 반도

체 공급난에 여러 산업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

하고, 2020년 말과 2021년 상반기에만 해도 일

부 산업과 기업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13 

하지만 2021년 여름이 되자 공급난은 거의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 산업은 대체로 수 개월간 여파를 피해갔으나, 

2021년 중반이 되자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제품 출시를 미루거나 물량 부족을 예고했다.14 

일부 자동차 회사들도 처음에는 잘 버텼으나, 결국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 전략적 린 구조를 유지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공급난이 장기적으로 심화

되면 누구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

채찍효과 깨기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대부분 OEM과 판매사/공급사, 고객사들은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의 하위 레벨로 갈수록 고객 수요에 매우 민감해져 생산량 계획이 급변하는 

‘채찍효과’가 나타난다. 공급망의 각 레벨에 속한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이 지연돼 수요 신호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

아들여 채찍효과가 증폭된다(그림 7).15

12 Don Clark, “Chip shortage creates new power players,” New York Times, November 8, 2021.
13 Deloitte analysis based on ramifications and impact of chip shortage on select customer end-markets and industries. 
14 Daphne Leprince-Ringuet, “The impact of the global chip shortage continues to ripple across the tech supply chain,”  
 ZDNet, May 10, 2021; Ron Miller, “Smartphone sales down 6% as chip shortages begin to impact market,” TechCrunch, 
 October 15, 2021.
15 Debanjan Dutt, Chris Richard, and Aref Khwaja, Reimagining the auto manufacturing supply network: Using the 
 semiconductor crisis to effect positive change for the future, Deloit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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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반도체 공급망의 채찍효과 깨기

출처: 딜로이트 분석

반도체칩과 제품 흐름: 
제조사 -> 고객사

주문 정보의 흐름
고객사 -> 제조사

3차 공급업체
웨이퍼 팹 장비, 

반도체 제조사 및
 파운드리

2차 공급업체
PCB, 마더보드, 
부품 공급업체

1차 공급업체
반도체칩 설계 및 
브랜드 IC 기업, 

위탁생산(EMS) 업체

최종 제품 및 기기 OEM
PC, 스마트폰, 자동차, 
DC 서버, 의료 기기, 산

업 및 커넥티드 IoT 기기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고 조정 수준 및 
수요 변화 영향

그림 8

반도체 부족 환경에서 반도체/파운드리 원형을 위한 최고의 디지털역량모델(DCM)

출처: 딜로이트 분석

고객과의
연결

역동적
풀필먼트

스마트 운영

디지털 개발

지능형 공급

동시 
계획수립

모니터링과 인사이트 

고객 문제 관리

지능형 수요 관리

공급 네트워크 설계

신속한 수요-공급 매칭

역동적 흐름 최적화

공급업체 협력

운영 통제 센터

효율적 운송 운영

최적의 경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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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들은 6가지 핵심 디지털 역량을 개발 및 강화함으로써 전통적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간 경계를 초월해 사람, 프로세스,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공급망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림 8). 디지털 역량 모델을 활용하면 전통적 조직 사일로(silo)를 재설계해, 모든 레벨의 고객사와 인력, 공급업체

뿐 아니라 채널 파트너, 내부 시설 등을 모두 아우르는 더욱 연결되고 통합된 조직을 만들 수 있다.16

반도체 기업들은 고객과의 연결(connected customer) 사고방식을 중심에 두고, 더욱 정확하고 세부

적인 미래 고객 수요 추세를 예측해 수요 변동에 따른 채찍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제품 추적 기술을 활용

하면 공급망 여파뿐 아니라 품질 문제 또한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 설계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 개발을 내재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프로토타

입과 증명을 수립, 개발, 측정할 수 있다. 디지털 발전의 효율성과 민첩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및 제

품 출시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시 계획수립 역량을 갖추면 복잡한 반도체 가치 네트워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내외부 공급업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장기적 생산 역량 수립 계획을 강화하고 수요-공급 균

형을 거의 실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

지능형 공급 역량을 갖추면 공급업체 협력, 개발, 모니터링이 강화돼 아웃소싱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수 있다. 이를 동시 계획수립 시스템과 통합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네트워크에 태생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스마트 운영 능력은 대규모 자동화와 자본집약적 공장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세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디지털 프로세스 모델 수립(예: 디지털 트윈)과 운영 모니터링, 원자재 확보 

능력에 발 맞춘 공장 운영, 대응적 공장 생산 일정 조정 등을 뒷받침하는 역량을 갖추면 공장 운영 팀은 높

은 자산 운용률을 보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역동적 풀필먼트 능력은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판매 채널, 생산 경로, 풀필먼트 서비스 포인트를 지원한

다.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주문한 제품은 공급원을 다각화한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에 맞춰 생

산할 수 있고, 내부와 서드파티 물류 창고, 판매사, 관리된 위탁 허브 등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16 Based on Deloitte Digital Capabilities Model for Suppl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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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역량모델(DCM)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이고 선형적인 

공급망을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digital supply n- 

etwork, DSN)로 전환할 수 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기업들은 ▲감

지(sensing) ▲협력(collaborating) ▲최적화(opti- 

mizing) ▲대응(responding)의 4가지 원칙(아래 박

스 참고)을 특징으로 하는 DSN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

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원칙

을 따르면 수요에 대한 시야와 통찰력를 강화하고 공급 

네트워크 전반의 내외부 사태들을 더욱 신속하고 세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시의적절한 결

정을 내리고 즉각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SN의 4가지 디지털 원칙: 
차별화된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 데이터 공유

공급 네트워크(supply network)와 공급망(supply chain)은 어떻게 다른가? 

공급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다음의 4가지 디지털 원칙을 수행하는 데 익숙하다.

• 감지: 전반적 공급 네트워크와 생태계(최종사용자, 전자기기 및 파운드리 채널 파트너, 생산, 

운영) 내 모든 노드에서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파악하라. 추가로 센서와 내외부 데이터세트, 시

각화 기술을 활용해 (잠재적, 실질적)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라.

• 협력: 생태계 파트너(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모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촉

진하고, 감지한 신호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 포착, 해결하라. 문자, 음성, 영상, 소셜미디어 분

석 등 기술을 혼용하면 참값의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세트의 단일 소스를 중심으로 신속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 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엔지니어링을 강

화해 사이클 예측 모델을 설계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팀과 기술간 협력을 한층 개선해 이러한 

사이클을 단축해야 한다.

• 최적화: 가장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행동 경로를 파악해 E2E(end-to-end) 네트워크를 최

적화하라. 첨단 연결성, 패턴 인식, 통계 분석, AI, 최적화 방식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뒷받

침할 수 있다.

• 대응: 협력과 최적화 단계에 기반한 결정을 실질적 행동과 임무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라. 계획 

수립, 협력, 업무 이행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을 통합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역량을 통해 이러

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가치 기반의 차별화된 DSN을 구축해 물질적 경계를 극복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로 실현되고 강력한 사이버 및 데이터 통합 원칙을 통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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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딜로이트가 세계반도체연합(Global Semiconductor Alliance, GSA)과 공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전환 연구’ 

(Semiconductor Transformation Study)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은 2021년 봄 기준 대부분 이미 모종의 디

지털 전환을 시작한 상태였다(그림 9).17 게다가 이들은 조직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데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보

였다.

사업, 기술, 인력, 운영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디지

털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면 향후 공급망에 

의한 사업 차질에 더욱 순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8

반도체 기업들은 최종고객의 수요 패턴과 구매 경험

을 핵심 전환 노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

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모든 레벨의 공급업체, 판매 채

널 파트너, 서드파티 물류 및 운송 업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 네트워크 파트너들과 협업함으로써 

블록체인, 센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모바일, 광대역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

용하면 전반적 공급 네트워크에서 사업 프로세스를 발

전시키고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략에 기반해 디지털과 기술이 뒷받침하는 

전환을 달성하면, 수요 패턴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통찰력 강화된다. 이를 통해 역량과 생산, 재고, 출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공급망 내 유휴 재고를 더욱 

정밀하게 비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공급망 차질이 발

생했을 때에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림 9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전환 개시와 계획

참조: 반올림 수치이므로 합계가 100%가 아닐 수도 있음.
출처: 딜로이트 ‘반도체 전환 연구’(Semiconductor Transformation Study), 2021

17 Brandon Kulik et al., 2021 Semiconductor Transformation Study: Top executive insights on transformations affecting 
 the semiconductor ecosystem, Deloitte and Global Semiconductor Alliance, October 2021.
18 Rich Nanda et al., A new language for digital transformation, Deloitte Insights, September 23, 2021.

5%

현재 시행 중

향후 12개월 내 시행

향후 24개월 내 시행

계획 수립 중

58%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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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공급난을 이겨내고 미래 공급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다음의 질문을 되

새겨야 한다.

• 나는 단기간 내에 생산역량을 점진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가?

• 나는 공급 네트워크 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의 지역을 옮길 수 있는가?

• 나는 서비스 레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계약과 전략적 완충 재고를 조정할 수 있는가?

• 나는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DSN) 역량을 활용해 필요한 민첩성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가?

• 나의 전환 노력이 지금 그리고 미래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공급의 변동성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미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고 대응하

려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 공급망 내 유휴 재고를 정밀한 방식으로 비축해 둠으로써 더

욱 전략적인 린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입지를 바탕으로 민첩성을 강화하고 장

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지속 및 강화할 수 있다.

차세대 공급망 모델을 제시하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공급망&네트워크운영(SCNO) 

전통적 공급망이 일련의 역동적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SCNO는 공급 네트워크 전략과 플랫폼을 수립하고, 신기술에 발 맞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페르소나

(persona) 기반의 사용자경험(UX)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혁신할 기회를 탐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공급 네트워크를 위한 디지털역량모델(DCM)과 같은 혁신을 통해 

전통적 공급망을 긴밀히 통합된 동시적 공급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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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2022 MZ 세대 서베이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주도한다

Deloitt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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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과제들과 변화를 향한 욕구 사이의 타협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딜로이트 글로벌 2022 MZ세대 서베이’는 일과 삶에 

대한 전 세계 밀레니얼 및 Z 세대(이하 ‘MZ세대’)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취합한

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후 2022년 4월

에 진행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MZ세대가 매우 불확실한 시기를 항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베이 당시 전 세계는 COVID-19 팬데믹 2년째를 맞았고 이

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던 때였다. 힘든 한 해였지만 당시 서베이에 응답한 

MZ세대는 더 나은 포스트-팬데믹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

다. 이제 2022년을 맞이했지만 불행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 상황과 삶의 

질은 악화됐다. 팬데믹 3년째를 맞은 지금,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분쟁과 극심

한 기후 사태, 심화되는 불평등, 가파른 인플레이션 등이 여전히 삶을 고달프

게 만들고 있다. 세계 곳곳의 붕괴와 혼란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  

‘뉴노멀’(new normal)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서베이에서는 MZ세대가 세계의 상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도, 일상

생활의 제약과 필요를 극복하고 변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

다. 이들은 개인 재정의 불안과 싸우면서도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에 투

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MZ세대는 번아웃에 빠졌지만, 상당수가 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높

은 일의 목적과 유연한 근무방식을 추구한다. 이들은 소속 기업에게 기후행동

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특히 기업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기후행동을 심화 및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또한 MZ세대는 기업들에게 직장 내 정신건

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자신들

은 직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항상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지원하는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몇 년간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

를 재정립한 결과, ‘대 사직’(Great Resignation) 현상이 발생했다. 자발적 이

직률이 전례 없이 높은 이 시기에 MZ세대 앞에는 많은 기회가 펼쳐져 있다. 올

해 서베이 결과는 MZ세대가 ▲보상 증대 ▲유연근무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이하 ‘워라밸’) 개선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정신건강 및 웰니스

(wellness) 지원 확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지속적인 업무환경 변

화를 촉구하며, 이는 또한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에 주목해야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전략을 짤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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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딜로이트 글로벌 2022 MZ세대 서베이’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Z 세대 1만4,808명 

및 밀레니얼 세대 8,4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후속 인터뷰를 취합한 보

고서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양극단의 양상을 보였다. MZ세대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일상생활의 한계를 넘어 변화를 향한 욕구를 드러냈다.

생활비와 재정 우려에 허덕이는 MZ세대

MZ세대는 생활비(주거비, 교통비, 공과금 등)를 최대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Z 세대 29%, 

밀레니얼 세대 36%).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치 불안정, 전쟁, 국가간 분쟁을 최대 우려 사안

으로 꼽은 비율도 Z 세대 12%, 밀레니얼 세대 11%에 달했다. 서베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 이전에 실시된 만큼 몇 개월 후에 질문을 던졌다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MZ세대가 

이를 최대 우려로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비가 최대 우려로 꼽힌 것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다. 하지만 개인재정 문제는 MZ세대가 수 년간 크게 우려해 온 사안이다. 이들은 개인 재정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Z세대의 거의 절반(Z 세대 46%, 밀레니얼 세대 47%)이 매달 근근이 

생활하며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MZ세대의 4분의 1 이상(Z 세대 26%, 밀레니얼 세대 31%)이 은퇴 후 

재정 안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MZ세대의 약 4분의 3(Z 세대 72%, 밀레니얼 세대 77%)이 자국 내 최

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재정 불안정이 심화되자 MZ세대는 근무형태를 재정립하고 있다. Z 세대

의 43%, 밀레니얼 세대의 33%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부업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직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원격근무를 하면서 생활비가 더욱 저렴한 도

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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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직 중단 조짐, 근무방식 재정립 기회

대 사직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충성도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

랐으나, 2년 안에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여전히 Z 세대 40%, 밀레니얼 

세대 25%에 달했다. 더구나 이 중에서 이직할 직장을 구해 놓지 않고 퇴사할 것이라

는 응답자가 약 3분의 1에 달해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열악함을 시사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대 사직의 시기에서 교훈을 얻어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

무환경 변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 향후 2년 내 직장을 떠날 것이라는 MZ세대는 불충분한 급여를 1위 퇴사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직장을 선택할 때는 워라밸 및 교육훈련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MZ세대 5명 중 2

명은 본인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직장이나 직무를 거부했다고 답했다. 

반면 소속 기업이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력 및 다양하고 포용적 문화

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5년 이상 현 직장에 머

물겠다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다.

유연근무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현재 완전 또는 일부 원격근무를 한다는 응답자

가 Z 세대 49%, 밀레니얼 세대 45%를 각각 기록했으며, 원격근무를 선호한다는 비

율이 전체 응답자 중 75%에 달했다. MZ세대가 원격근무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돈 절약, 여가 시간 증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등이 꼽혔다.

MZ세대, 소속 조직의 지속가능성 경영과 환경 보호 활동을 우선시

환경보호는 MZ세대의 최우선 사안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약 75%가 기후변화에 있

어 지구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답했으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

을 거두고 있다는 낙관론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MZ세대의 절대 다수(90%)는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 MZ세대 상당수는 지속가능한 선택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

가 있다고 답했다. Z 세대 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비율이 64%로, 가격이 더 낮다면 지

속 가능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 36%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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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자신의 직장을 포함해 기업들이 더 많은 행동에 나서기를 원했다. 하지

만 소속 기업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각각 Z 세대 18%, 밀레니얼 세대 16%에 그쳤다. MZ세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

용 금지 및 더 나은 환경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 제공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실질적 기후행동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 내 정신건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Z 세대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

았으나 지난해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MZ세대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요 원인은 장

기적 재정 미래와 생활비 불안이 꼽혔다.

한편 MZ세대에서 번아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 Z 세대 46%, 밀레니얼 세대 45%는 업무환경의 강도와 요구로 인해 번

아웃을 느꼈다.

• Z 세대 44%, 밀레니얼 세대 43%는 업무량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많은 

직장 동료가 퇴사했다고 답했다.

업무환경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 기업들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

후 소속 기업이 업무환경 웰빙과 정신건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MZ세대 절

반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재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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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재정 우려에 허덕이는 MZ세대

MZ세대의 최대 우려는 생활비
팬데믹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MZ세대의 최대 우려로 개인 재정 문제가 부상했고, 기후변화가 뒤를 이었다.

팬데믹 3년째를 맞아 MZ세대가 변화한 세계에 적응하고 있다. 
COVID-19 백신과 치료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상용화되면서 지난해 최대 우려로 꼽혔던 헬스케어와 질병 예
방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MZ세대의 최대 우려 사안으로는 생활비가 꼽혔고, 기후변화가 뒤를 이었다.

최대 우려 사안

가장 우려하는 시안 5가지

Z세대 한국 Z세대

생활비

기후변화

실업

우리 세대의 정신건강

성폭력

생활비

경제성장

실업

헬스케어/질병 예방

범죄/신변 안전

생활비

기후변화

헬스케어/질병 예방

실업

범죄/신변 안전

생활비

기후변화/환경 보호

헬스케어/질병 예방

소득 불균형/부의 분배

경제성장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부의 불평등도 MZ세대의 주요 우려 사안으로 꼽혔으며, 기업에 대한 MZ세대의 신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 Z 세대 72%, 밀레니얼 세대 77%가 자국의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 향후 1년간 자국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MZ세대는 지난해와 동일한 28%에 그쳤다.

•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MZ세대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Z 세대 45%, 밀레니얼 세대 44%).  

또한 이 수치는 5년 연속 하락했다.

비교: 한국 MZ 세대가 꼽은 최대 우려 사안 5가지

29%

24%

20%

19%

17%

36%

25%

21%

20%

18%

43%

24%

23%

23%

18%

49%

28%

27%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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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재정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 마련부터 은퇴 후 재정 상태까지 MZ세대 사이에서 재정 우려가 만연한 상태다. 

Z세대

Z세대

Z세대 Z세대

33% 15%

“매달 근근이 생활하며 생활비 부족을 걱정한다”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부업을 하고 있다”

“원격근무 덕분에 돈을 아낄 수 있다” “원격근무 덕분에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부업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기업가 정신을 익힐 

수도 있다. MZ세대의 주요 부업 종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컨설팅, 사업체 운영, 소셜미디어 인

플루언서 등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근무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의류 구입, 세탁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원격근무의 이점을 활용해 생활비가 더 저렴한 도시로 이사하는 MZ세대도 있다. 이는 점차 확

산되는 추세로, 올해 MZ세대 중 약 15%가 원격근무로 인해 주거지를 옮겼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대도시를 떠났다는 응답자 비율 9%보다 증가한 것이다.

“은퇴 후 재정 안정을 확신하지 못한다”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다”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39% 13%

재정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MZ세대가 부업을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재정적 이익

46% 47%

26% 31%

30% 29%

4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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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게 직접 듣는다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가?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전 세계적 혼란이 제일 두렵다. 실존적 위기가 꼬리

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며, 모두들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극도

로 지쳐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갔다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금융

시장, 경제, 정치의 소요와 혼란이 기후 위기와 맞물려 모든 이들의 스트레

스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맷, 29세, 영국,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One Young World) 앰배서더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걱정된다. 늘어가는 실존적 위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셈이다. 나는 우리 인간이 대체로 더욱 평화로운 공존의 세계로 진

일보하고 있다고 믿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러한 

믿음을 깨뜨리고 있다.”

C, 32세, 미국

“2년여 전 COVID-19가 시작된 후 줄곧 이에 대해 극도로 우려해 왔다. 지

난 한 해 동안 COVID-19가 대중 우려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났으나 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신건강 문제와 더불어 허무주의와 절

망감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더욱 만연해지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치솟는 

물가, 특히 주거비 상승도 매우 우려스럽고, 이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 등 여러 글로벌 분쟁 상황도 걱정된

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적어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항상 느끼고 있다.”

리베카, 25세, 미국

“우리 세대가 높은 생활비와 재정 우려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택 시장은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 부모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에 비하

면 새발의 피다. 나는 현재 3가지 일을 하고 있다. 전업 학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줄리아, 21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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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직 사태 중단 조짐, 근무방식 재정립 기회

대 사직 사태, 한동안 지속된다

Z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2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

"이직할 다른 직장이 없어도

현 직장을 떠나겠다"

40%

35%

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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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베이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4명 중 거의 한 명 꼴로 1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고 답해, 대 사직 물결을 예고했다.

올해 서베이에서도 MZ세대의 자발적 이직률은 여전히 높았으나, 두 그룹 모두 직장 충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는 지난 한 해 많은 MZ세대가 이미 이직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에는 밀레니얼 세대 중 

향후 2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는 응답자보다 5년 이상 머무를 것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대 사직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Z세대 40%, 밀레니얼 세대 약 25%는 2년 내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 

답했고, 이 중 약 3분의 1은 이직할 직장이 없어도 퇴사하겠다고 말해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시사했다.

“5년 이상 재직하겠다”

“5년 이상 재직하겠다”

2021

2021

2021

2021

21%

11%

34%

25%

53%

69%

36%

31%

2022

2022

2022

2022

23%

16%

38%

35%

40%

49%

24%

27%

“2년 내 퇴사하겠다”

“2년 내 퇴사하겠다”

Z세대

한국의 Z세대

밀레니얼 세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한국 MZ 세대 모두 ‘현 직장에 5년 이상 재직하겠다’는 비율이 상승한 반면, ‘2년 내 퇴사하겠다’는 비율은 하락해 직장 

충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Z 세대의 경우 이직할 직장이 없어도 2년 내 퇴사하겠다는 비율이 40%에 달해 직무 만족도가 매우 열악함

을 반영했다.

'5년 이상 현 직장에 재직하겠다' 또는 '2년 내 현 직장에서 퇴사하겠다'고 답한 비율

2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직할 직장이 
없다고 답한 비율*

한국 Z세대

40%
한국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표본수가 37명으로 적음

18%

지난 한 해 자발적 이직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흥미롭게도 직장 충성도는 상승 중
MZ세대의 직장 충성도는 상승 중이지만,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대면 산업의 이직 및 퇴사 비율은 여전히 높다.

비교: 한국 MZ 세대의 직장 충성도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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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들을 대면하는 산업에 속한 응답자들 중 2년 내 퇴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이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에 과제가 될 전망이다.

Z세대

49%소비재

48%소매유통

46%에너지/광산

42%교육

41%헬스케어/생명과학

밀레니얼 세대

25%

25%

34%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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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MZ세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부터 갖춰야 하지만, 기업이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2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고 답한 MZ세대는 불충분한 급여, 정신건강에 해로운 업무환경, 번아웃 등을 주요 퇴사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일할 직장을 고르는 최우선 기준으로는 훌륭한 워라밸,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의 기회 등이 꼽혔다.

현 직장에 머무르겠다는 응답자가 꼽은 주된 이유

Z세대

밀레니얼 세대21%

26%

24%

23%

27%

29%

39%

20%

21%

23%

23%

24%

29%

32%
훌륭한 워라밸

교육훈련과 커리어 개발 기회

 높은 급여 또는 여타 금전적 보상

긍정적 직장 문화
(예: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소속감을 느낀다 등)

발전, 커리어 성장, 리더십 역할 기회

업무 성취감

유연한 근무 모델
(예: 원격, 현장, 혼합형)

MZ세대가 직장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주요 이유*

MZ세대가 현 직장에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주요 이유

46%

28% 26% 24% 23%

44%

29%
33%

25%

15%

워라밸이훌륭해서 직장문화가

긍정적이어서

업무성취도때문에 커리어를발전시킬수

있는기회가있어서

배우고성장할기회가

있어서

19% 17%
12% 11% 10%

26%

6%
11%

6% 8%

급여가충분하지않아서 번아웃상태여서 내가치나업무성과가

인정받지못해서

내가제시하는피드백이

반영되지않아서

업무환경이정신건강에

해로워서

한국 Z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표본 수가 31명으로 적음.

비교: 한국 MZ 세대가 꼽은 현 직장 유지와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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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구와 능력 요건이 진화함에 따라 MZ세대의 초점도 당연히 교육훈련과 능력 개발로 맞춰지고 있다. Z 세대(37%)

와 밀레니얼 세대(38%)는 향후 10년 내 가장 눈에 띄는 업무환경 변화로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따른 상당수 직능 및 

기능의 완전 자동화를 꼽았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이처럼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들이 구

직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의 목적 또한 중요하다. MZ세대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직장이나 직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했

다. 특히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는 MZ세대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등이 직장을 선택할 때 항상 최우선순위 기준이 되지는 않

지만, 기존 직원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대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소속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향후 5년 이상 계속 재직할 것이라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MZ세대 5명 중 거의 2명(Z 세대 37%, 밀레니얼 세대 36%)

은 개인이 믿는 윤리에 기반해 직장이나 직무를 거부한 적

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위직 MZ세대의 거의 절반(46%)이 개인이 믿는 윤

리에 기반해 직장이나 직무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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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업의 사회적 영향, 다양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직장 충
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소속 조직이 펼치는 다음의 노력에 대한 Z 세대의 만족도와 이로 인한 직장 충성도 변화

소속 조직이 펼치는 다음의 노력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만족도와 이로 인한 직장 충성도 변화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

34%

57%

31%

13%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7%

51%

53%

13%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34%

52%

32%

16%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7%

48%

51%

17%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룬 개선

다양하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룬 개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33%

56%

32%

13%

2년 내 퇴사할 것이다 

2년 내 퇴사할 것이다 

5년 이상 재직할 것이다

5년 이상 재직할 것이다

17%

52%

52%

1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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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권한을 주면 조직 소속감과 충성도가 강해진다

MZ세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들이 직책을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피드백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직이 충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고 답했지만, 여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약 3분의 1에 달했다.

고위직 Z 세대 65%가 ‘소속 조직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반영한다’

는 진술에 동의…하위직 Z 세대는 43%에 그쳐

고위직 밀레니얼 세대 64%가 ‘소속 조직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반영한다’는 진술에 동의…하위직 밀레니얼 세대는 37%에 그쳐

65%

64%

다만 고위직 MZ세대는 소속 조직이 직책을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반영한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Z 세대 32%, 밀레니얼 세대 33%가 조직 내 상명하달식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구성원의 피드백은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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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구성원이 주장을 펼치고 업무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들이 더 많이 노력해

야 한다는 의미다. Z 세대는 경직된 위계질서가 아닌 기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직장 문화 형성을 주도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원한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더욱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서베이에서 MZ세대 52%가 조직 내 변화를 주도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고, Z 세대의 89% 및 밀레니얼 세대 90%

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면 소속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가 강해진다.

권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Z세대

글로벌 Z세대 한국 Z세대

Z세대

66% 24%

38% 47%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65% 25%

33% 54%

“5년 이상 재직하겠다”

“2년 내 퇴사하겠다”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

75% 62%7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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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기업들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

팬데믹으로 원격근무의 보편화가 더욱 가속화됐고, 다수 근로자들이 적어도 풀타임 사무실 근무는 원하지 않는 실정이

다. MZ세대 절대 과반수(Z 세대 75%, 밀레니얼 세대 76%)가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완전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

다. 하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재택 근무가 가능한 비율은 이보다 낮다. Z 세대 49%, 밀레니얼 세대 45%만

이 현재 적어도 근무시간 일부는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MZ세대는 근무 장소뿐 아니라 유연근무와 주간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 방식과 시간의 유연성도 원하고 있다. 이들 세

대는 워라밸을 개선하는 데 유연근무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근무 형태

Z세대
완전 사무실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완전 원격 근무

Z 세대 75%, 밀레니얼 세대 76%가 
하이브리드 혹은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

밀레니얼 세대

현재 근무형태

선호하는 근무형태

한국 Z 세대 62%, 밀레니얼 세대 66%가 하이브리드 혹은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근

무 선호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지만 글로벌에 비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50대 50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을 기본으로 가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사무실 출근을 기본으로 가끔 재택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비교: 한국 MZ 세대의 현재 근무형태와 선호하는 근무형태

완전 원격 근무

완전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선택 가능

사무실 근무

항상 사무실 근무

모르겠다

모르겠다

22%

50%

24%

54%

58%

23%

61%

27%

8%

15%

4%

7%

13%

19%

20%

63%

62%

12%

14%

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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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한 MZ세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꼽았다.

여가시간이 늘었다

돈을 아낄 수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이 개선됐다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번 서베이 결과 유연 및 하이브리드 근무의 장점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도 드

러냈다. MZ세대 5명 중 1명은 원격근무로 인해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약 14%는 직장 

내에서 조언자나 후원자를 찾을 기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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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xios, The gender divide in remote work, 13 May 2021.
2 The Future Forum, A new era of workplace inclusion: moving from retrofit to redesign , 11 March 2021.
3 Axios, Women, people of color happier working from home, 22 February 2022.

4 Harvard Business School, The old boys’ club: Schmoozing and the gender gap,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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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계기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 우선 내 건강과 가

족,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으며, 일과 삶에 각각 쏟는 노력과 시간을 재분배하

게 됐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며 대 사직 사태가 나타났고, 전반적인 워라밸이 개선됐다고 생

각한다. 대기업들이 직원의 웰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몰리, 29세, 일본,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앰배서더

“즐길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나는 그저 관리직이나 이론적인 일

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대 사직으로 인해 기업의 고

위 경영자들이 MZ세대의 업무 방식에 적응하고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지원을 제

공하고자 가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회사가 역(逆)멘토링, 그림자 이사회

(shadow board) 등 제도를 도입해 젊은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낼 권한을 주기를 바란다. 젊

은 세대의 주장과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력 운동과 자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학습(교육은 선형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등 현대 생활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복지도 중요하다. 대기업이라면 주 4일 근무도 시행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내가 급여 삭감을 

감수하고 주 4일 근무에 도전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삭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

맷, 29세, 영국,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앰배서더

“대 사직으로 기업 세계에서 이미 영구적 변화가 일어났다. 영구적 재택근무 형태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재택근무는 삶을 되돌려준다.”

세라야, 25세, 미국

“대 사직 이전 기업들은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일을 능숙하게 해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제 적어도 일부 기업들은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일을 척척 해내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직원들이 뛰어난 업무 성과를 내는 것 외에도 회사에 계속 재직하

기를 바란다면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멜리사, 24세, 미국

MZ세대에게 직접 듣는다

대 사직, 일의 미래, 
이상적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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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기후행동의 대변인

글로벌 Z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Z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75% 73%

64% 61%

44% 43%

“세계는 기후 티핑포인트에 도달했으며, 미래는 양방향으로 갈라져 있다”

“지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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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MZ세대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MZ세대 약 4분의 3이 기후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했다. 또 약 3분의 2(Z 세대 68%, 밀레니얼 세대 66%)는 
극심한 기후 사태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기후 비상사태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10명 중 9명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MZ세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

고 의류나 현지 또는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민 참여를 

증대하고 고가 제품을 구입할 때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재정적인 제약으로 태양광 패

널이나 전기차 등 값비싼 아이템을 쉽게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서베이 응답자의 절반은 미래에 이러한 제품을 구

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Z세대가 환경 보호를 위해 기울이는 대표적 노력

• 재활용 가능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및 종이 사용

• 재사용 가능한 머그컵과 식기 사용

• 중고 물품 구매(의류와 가구 등)

• 현지 또는 유기농 식품 구매

•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구매

• 지속가능성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택 개조(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설치)

• 시민 참여 증대

MZ세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하겠다고 말한 대표적 노력

요점

MZ세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

해 대규모 장기적 비용 투자는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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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데 강력 동의한다”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글로벌 Z 세대

한국 Z 세대

11%

4%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13%

3%

15%

12%

글로벌 Z 세대

한국 Z 세대

14%

4%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2022  No.22

165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MZ세대는 소속 조직 내에서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MZ세대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는 데 강력 동의한 비율은 글로벌 Z 세대 15%, 밀레니얼 세대 14%에 그쳤으며, 자국 정부가 기후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Z 세대 11%, 밀레니얼 세대 13%로 이보다도 낮았다. 

*한국 MZ세대가 평가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글로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기업들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강력 동의한 비율은 한국 Z 세대 

12%, 밀레니얼 세대 4%에 그쳤으며, 자국 정부가 기후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Z 세대 4%, 밀레니얼 세대 

3%로 이보다도 낮았다.

다만 소속 조직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더 후했다. 글로벌 Z 세대 18%, 밀레니얼 세대 16%가 회사에서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다. MZ세대 거의 절반(Z 세대 48%, 밀레니얼 세대 43%)이 소속 조직에 행동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한 적이 있다고 답

했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소속 조직이 자신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수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의 직장 충성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는 기업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동에 나서면 장기적으로 상호 혜택을 입

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기업 리더들이 이미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은 조사 결과로 증명됐다. 딜로이트의 

‘2022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2022 CxO Sustainability Report)5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65%)가 행동에 

나서라는 구성원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5 Deloitte Global, CxO Sustainability Survey, Jan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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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구성원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일상적 환경 행동에 소속 조직이 
투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MZ세대가 소속 조직에 바라는 환경 행동 투자 사안의 순위를 매긴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와 일상생활에

서 더 나은 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우선시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하고 심오한 일부 기후행동은 MZ

세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러한 영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거나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업들이 변화를 위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후행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구성원들에게 그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설

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환경 전략을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MZ세대가 바라는 소속 조직의 기후행동 우선순위는

높은 우선순위

•  업무공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  지속가능성 중심의 직원 복지 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타고 통근 운동 등)

•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제공

•  더 나은 환경 선택을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환경 발자국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동료와 비교하는 프로그램 등)

•  향후 10년 내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공 정책 수립에 관여

•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 또는 지속가능 투자에 주력하는 퇴직연금 선정

낮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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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방식을 대체적 방식으로 대거 바꿨다. 육류

를 소비하지 않고, 현지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구입했다. 이러한 행동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 노력이며 가족과 친구에

게도 이러한 방식을 전파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기후행동

에 나서도록 정부가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 요

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후행동에 나설 수 없으므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맷, 29세,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앰배서더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를 끄고 금속 빨대를 사용하고 재사용 가능 에코백을 사

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은 별 거 아닐지라

도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 선택을 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라 믿는다. 또한 기업

과 정부가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즈위, 18세, 인도

“더 비싸더라도 항상 지속가능 제품을 선택한다. 앞으로는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은 비싸서 못하지

만, 앞으로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줄리아, 22세, 호주

“기업들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구성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기후행동에 나

설 수 있다. 또한 생산, 제조,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업 및 공급

업체와 협업할 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다.”

 세라야, 25세, 미국

“변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불충분하다. 2024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지금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

급한 사안이다.”

 알렉스, 29세, 미국

MZ세대에게 직접 듣는다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168

Deloitte Insights

직장 내 정신건강 위기 극복과제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 Z 세대

34%

한국 밀레니얼 세대

36%46%

글로벌 Z 세대

38%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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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보다 Z 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

MZ세대 모두 스트레스와 불안감 수준이 높지만, 특히 Z 세대가 더 높다. Z 세대 46%가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서베이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 비율은 38%로 2020년 

44%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Z 세대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지난해 

서베이와 같은 결과이며, 최근 딜로이트가 발표한 ‘Women @ Work 2022: 글로벌 전망’6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여성이 53%에 달했다.

자주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성별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나의 장기적 재정 미래 현재 재정 상태 가족의 건강과 안위 정신건강 우려 가족 및 인간 관계

Z세대 여성

밀레니얼 세대 여성

Z세대

Z세대 남성

밀레니얼 세대 남성

밀레니얼 세대

6 Deloitte Global, Women @ Work: A global outlook, 26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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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Z세대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1위로 꼽혔다. 자주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낀

다는 응답자 중 Z 세대 47%, 밀레니얼 세대 43%가 장기적 재정 미래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아,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Z 세대의 42%가 현재 생활비를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38%에서 상

승해 ‘가족의 건강 및 안위’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직장에서의 요인도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특히 Z 세대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높았다. 자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

자 중 3분의 1이 그 원인으로 업무량(34%)과 열악한 워라밸(32%)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고, 4명 

중 1명은 직장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점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설문

비교: 한국 MZ세대의 스트레스 요인

다음의 사안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

41% 39%
35%

29%
24%

47%
42%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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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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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번아웃, 기업들의 인재 유지 노력에 경고등

팬데믹 3년째인 올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한 번아웃 수준이 MZ세대 사이에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10명 중 4명 이상(Z 세대 46%, 밀레니얼 세대 45%)이 업무 강도와 요구로 인해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들의 인재 유지 노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Z 세대 44%, 밀레니얼 세대 43%

가 최근 업무량 부담으로 인해 많은 직장 동료가 퇴사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2년 내 이직했다고 답한 MZ세대는 전 직장

에서 퇴사한 주요 3가지 이유 중 하나로 번아웃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 4명 중 1명, Z 세대 5명 중 1명은 소속 조직이 번아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번아웃이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전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진술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46% 44%

20%

45% 43%

24%

업무량이 많아 번아웃을 느낀다 번아웃 때문에 많은 직장 동료가 최근 퇴사했다 소속 조직이 번아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Z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비교: 한국 MZ세대의 스트레스 요인

업무 강도와 업무량 때문에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데 '강력동의' 또는 '어느 정도 동의' 한다고 답한 비율

업무량 부담 때문에 많은 직장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어느정도 동의' 한다고 답한 비율

42%

45%

46%

46%

한국

글로벌

33%

43%

38%

44%

한국

글로벌

Z 세대 밀레니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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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소속 조직이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
적인 긍정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소속 조직이 직장 내 웰빙과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MZ세대가 절반을 넘었지만(Z 세

대 57%, 밀레니얼 세대 53%),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한국 MZ세대는 소속 조직이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좀 더 후한 평가를 내렸다.

아직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불안감, 여타 정신건강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비율이 특히 높아, 여전히 낙인 찍히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휴가를 쓴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Z 세대 38%, 밀레니얼 세대 33%에 달했지만, 이들 중 거의 

절반은 휴가 사유를 보고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글로벌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Z 세대 

한국 Z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53%

33%

41%

38%

51%

35%

46%

50%

“소속 조직이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직속 상관에게 스트레스, 불안감, 

여타 정신건강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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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실제로 보고한 휴가 사유

Z세대

밀레니얼 세대

46%

42%

47%

49%

2021

2022

45%

42%

49%

49%

2021

2022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휴가 사유로 보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휴가 사유로 보고

다른 휴가 사유로 보고

다른 휴가 사유로 보고

한국 MZ세대가 실제로 보고한 휴가 사유

한국 MZ세대는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를 정식 사유로 보고하고 휴가를 쓴 비율이 글로벌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표본 수가 Z 세대 40명, 밀레니얼 세대 32명으로 적음.

스트레스 혹은 불안감 때문에 휴가를 쓴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다음 휴가 사유를 보고했다*

한국 Z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24%

34%

66%

54%

10%

12%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 다른 사유로 보고 말하고 싶지 않다/모르겠다

2021

2022

2022

21%

34%

67%

63%

12%

3%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 다른 사유로 보고 말하고 싶지 않다/모르겠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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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정신건강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짦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생일대의 사건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9·11 테러부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쓰나미, 여타 테러 공격, 기

후 위기, COVID-19 팬데믹까지 겪으며 모든 이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이지만, 지원 조치는 충분하지 않

다. 높은 집값뿐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도 없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은 팬데믹 기

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상황이 더욱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있다.”

 맷, 29세, 영국,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앰배서더

“우리 세대의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전 세대가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하

고 있다. 치료를 받고,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매일 정신적 스트레

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이라도 학업과 업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 세대는 그

저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인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다.”

 나탈리, 21세, 미국

“팬데믹과 더불어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극도로 부정적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한

다.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 세대가 미래와 커리어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

았다고 생각한다.”

 줄리아, 22세, 호주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걱정해 왔지만, 현재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세계 문제

는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COVID-19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사태들이 나에게 스트레스이지만, 가끔은 그 중요성을 잊을 때도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가끔 생각이 마비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스트레스가 지나칠 

때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구성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투자하고 이들

을 지원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즈위, 18세, 인도

MZ세대에게 직접 듣는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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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더들이 주시해야 할 핵심 내용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지원하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행동은 구성원들의 지원에 힘쓰

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면 그에 따라 복지와 보상을 맞출 수 있다. 경쟁력 있

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유급 휴가, 의료 지원, 퇴직 연금 등 복지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MZ세대

에게 재정 문제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재정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용무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또 중요

한 사안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성과 소수집단이 모든 직급에 골고루 배치돼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MZ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변화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대 사퇴로 인해 이는 기업들

이 주시해야 할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됐다. 이들 세대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업무환경 변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당수가 직장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MZ세대는 보상, 워라밸,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유연성 개선 외에도 일에서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기업 리더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에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 역멘토링과 같

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고급 기술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업무 전략을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많은 조직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충분

히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무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이

들은 이에 따른 유연성, 워라밸 개선 등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구성원들이 업무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업무 전략을 만들려면 유연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포용적 직장 문화를 조

성해 모든 이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택한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직은 몇 가지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 위치적 근접성에 따른 편향성을 예

방 및 극복하도록 리더들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 훈련을 실시하고, 원격 근무자들이 같은 비율로 

승진되도록 승진 비율을 추적하고,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관리자

가 똑 같은 시간을 들여 일일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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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을 우선시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

MZ세대는 기후행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개인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

을 펼치며 기업과 정부에는 더 많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 지속 가능한 제품

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와 기회가 모두 있다. 또한 기업은 고용주로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기를 지

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후 전략을 수립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

는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목표 등 장기적 전략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탄소배출량을 감

축하고, 출장을 줄이고, 사무실 환경과 공급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MZ세

대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라

MZ세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수준이 높고 전 세계적 위협 요인들이 계속 이들의 일상생활과 장기적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 리더들은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원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요한 첫 단계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리더부터 시작해 교육 자원, 기업

이 후원하는 상담 또는 치료까지 정신건강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리더들은 구성원들

이 이러한 자원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웰빙에 가치를 두는 업

무환경을 조성해, 구성원들이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

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급자의 일상적 행동과 소통성에 따라 구성원이 이러한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 리더들은 공감의 리더십 기술을 구축하고 구

성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조직은 구성원의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갖춰야 한다. 세계 곳곳의 붕괴 상

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직은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는 것 외에도 그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워라밸을 사수하기 위해 경계를 

정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원해야 가능해진다. 또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

성원들이 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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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심리지수

MZ세대 심리지수는 2019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 여러 부문에 대한 이들 세대의 낙관/비관론이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하기 위해 집계되고 있다.

심리지수는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취합해 집계된다.

* 집계 결과는 5가지 질문 각각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표시한 응답자들의 비율(백분율)을 활용해 총합한 것

이다. 이 수치는 최대 총계 500으로 나누어, 정수로 표

시된 백분율을 산출했다(예: 0.4의 종합점수는 40점).

** 2020년 MZ세대 심리지수 1차 집계는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졌다. 이후 1차 집계보다 

더 적은 13개국 9,1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0

년 4~5월 ‘펄스 서베이’(pulse survey)를 실시해 팬데

믹이 MZ세대의 관점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펄스 서

베이에 기반한 2020년 심리지수 점수는 양 세대 모두 

32점을 기록했다. 이후 낙관론이 소폭 반등하기는 했

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 글로벌 수치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음.

Z세대 밀레니얼 세대

집계가 시작된 지 4년째인 MZ세대 심리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9년부터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향후 1년간 개선, 악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정치·사회: 전반적인 정치·사회 상황이 향후 1년간 개선, 악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개인 재정: 개인 재정 상황이 향후 1년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환경: 지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는가, 비관하는가?

기업: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수는 0점(완전 비관)부터 100점(완전 낙관)까지 점수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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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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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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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심리지수 결과는 개인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환경 보호 노력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소폭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전히 그 비율은 소수에 그쳤지만, 재정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부족 위기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

이 나타났다. 반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론은 지난해 대비 3포인트 하락해 지난 5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또한 경제, 사회, 정치 상황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히 저조했다.

45%

44%

+3

+1

28%

28%

-1 25%

24%

+3

No 
change+1

39%

45%

+3

+5

44%

45%

-3

-3

환경 보호

Z세대

밀레니얼 세대

개인 재정 상황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사회, 정치 상황

비교: 한국 MZ세대 심리지수

글로벌 심리지수가 Z 세대는 36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밀레니얼 세대는 35로 1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 심
리지수는 Z세대가 29로 전년비 4포인트, 밀레니얼 세대가 24로 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한국 Z세대

4pts 하락

한국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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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딜로이트 글로벌 2022 MZ세대 서베이’는 북미·중남미·서유럽·

동유럽·중동·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국의 Z 세대 1만

4,808명, 밀레니얼 세대 8,412명 등 총 2만3,2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베이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

지 온라인 질의 및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베이 외에도 2022년 4월에 호주·인도·일본·영국·미국에 거

주하는 MZ세대 15명을 대상으로 원격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15명의 참가자들은 사회적 우려, 재정, 일의 미래, 기후변화, 정

신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의 생각을 공유했다. 이들의 답변은 

인용문 형태로 보고서 곳곳에 답변자의 이름, 나이, 거주국과 함

께 삽입됐다. 이 중 2명은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One Young 

World) 앰배서더를 맡고 있다. 이들의 답변이 1차 서베이 결과

와 보고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보고서를 제시

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이들 참가자 15명의 답변은 개인의 의견

으로, 딜로이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22 MZ세대 서베이’ 보고서 응답자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

게 구성됐다. 대기업 고위 경영자부터 긱(gig) 경제 참여자, 무료 

봉사자 또는 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Z세대 중에는 학위를 마친 

응답자도 있었지만 아직 재학 중인 경우부터 직업학교를 졸업했

거나 재학 중인 경우, 아직 중등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 중 고등교

육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가 모두 포함됐다. 한국의 경

우 밀레니얼 세대 300명, Z세대 201명을 포함해 총 501명이 올

해 서베이에 참여했다.

참고로 Z세대는 1995년 1월~2003년 12월 출생, 밀레니얼 세

대는 1983년 1월~1994년 12월 출생 세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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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 MZ 세대 2022 서베이 결과

총 응답자 501명

(Z 세대 300명, 밀레니얼 세대 201명)

Z 세대 응답자 데이터

자녀 유무

성별

교육 수준

고용 형태 직급 소속 조직 규모

31%

14%
5%

40%

10%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또는프리랜서
학생
무직/무급

62%18%

9%

9% 2%

신입
중간급
선임
부서장
고위경영진/이사회

63%10%

11%

10%
5%

100명미만 100~249명

250~999명 1,000명이상

모름

5%

50% 50%

13%

있다

남성으로 밝힌 비율

자격증 보유 또는 취득 준비 중

정규직 신입 100명 미만

비정규직 중간급 100~249명

임시직 또는 프리랜서 선임 250~999명

학생 부서장 1,000명 이상

무직/무급 고위 경영진/이사회 모름

없다

여성으로 밝힌 비율

대학 재학 중 고등학교 재학 중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95%

49% 6%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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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 응답자 데이터

자녀 유무

성별

교육 수준

72%

4%

9%

4%
11%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또는프리랜서
학생
무직/무급

고용 형태 직급 소속 조직 규모

36%

40%

11%

10% 3%

신입
중간급
선임
부서장
고위경영진/이사회

47%

14%

21%

15%
4%

100명미만 100~249명

250~999명 1,000명이상

모름

27%

16% 8% 10%

50% 50%

있다

남성으로 밝힌 비율

자격증 보유 또는 취득 준비 중

정규직 신입 100명 미만

비정규직 중간급 100~249명

임시직 또는 프리랜서 선임 250~999명

학생 부서장 1,000명 이상

무직/무급 고위 경영진/이사회 모름

없다

여성으로 밝힌 비율

대학 재학 중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7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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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망

자국 경제 상황이 향후 1년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자국 정치·사회 상황이 향후 1년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악화

악화

악화

악화

유지

유지

유지

유지

개선

개선

개선

개선

한국

한국

글로벌

글로벌

2020

2020

2020

2020

2021

2021

2021

2021

2022

2022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Z 세대

2022

2022

45%

30%

35%

41%

40%

43%

41%

37%

39%

37%

39%

33%

43%

42%

40%

41%

38%

40%

43% 37%

42%

28%

28%

30%

21%

27%

23%

28%

27%

28%

25%

27%

31%

36%

36%

29%

31%

26%

36%

27% 39%

35%

14%

40%

34%

12%

32%

26%

27%

24%

27%

22%

28%

25%

28%

24%

28%

13%

13%

22%

18%

21%

13%

16% 16%

14%

46%

19%

17%

37%

30%

25%



2022  No.22

185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 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

59%
52%

46%
52%

48% 45%45%
52%

38%

51%
47% 44%

2020 2021 2022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59%
52%

46%
52%

48% 45%45%
52%

38%

51%
47% 44%

2020 2021 2022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59%
52%

46%
52%

48% 45%45%
52%

38%

51%
47% 44%

2020 2021 2022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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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하는 사안

가장 우려하는 사안 5가지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43%

24%

23%

23%

18%

생활비

경제성장

실업

헬스케어/질병예방

범죄/신변안전

49%

28%

27%

20%

20%

생활비

기후변화/환경보호

헬스케어/질병예방

소득불균형/부의분배

경제성장

17%

19%

20%

24%

29%

성폭력

우리세대의정신건강

실업

기후변화/환경

생활비

18%

20%

21%

25%

36%

범죄/신변안전

실업

헬스케어/질병예방

기후변화/환경보호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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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31%
40%

30%
46%

29%
41%

41%

37%
47%

36%
55%

44%
46%
46%
47%

28%은퇴 후 재정 안정을 확신한다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매달 근근이 생활 하며 생활비 부족을 걱정한다

재정 우려가 심화되면서 부업 확산

상당수 MZ세대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부업을 하고 있다. 

레스토랑이나 
소매 상점 근무

(Z 세대 25%, 
밀레니얼 세대 3%)

컨설팅/사업체 운영
(Z 세대 19%, 

밀레니얼 세대 16%)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Z 세대 19%, 

밀레니얼 세대 29%)

스포츠 강습
(Z 세대 19%, 

밀레니얼 세대 16%)

블로그, 팟캐스트, 
뉴스레터 운영
(Z 세대 17%, 

밀레니얼 세대 23%)

*표본 수가 Z 세대 38명, 밀레니얼 세대 26명으로 적음.

한국 Z 세대 vs. 글로벌 Z 세대

32% 24%43% 33%
한국 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MZ세대의 부업 Top 5* 

다음의 진술에 ‘동의하는 편‘ 또는 '강력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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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충성도

‘5년 이상 현 직장에 재직하겠다‘ 또는 ‘2년 내 현 직장에서 퇴사하겠다’고 답한 비율

2년 내 현 직장을 떠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직할 직장이 없다고 답한 비율*

*밀레니얼 세대 표본 수가 37명으로 적음 / **밀레니얼 세대 표본 수가 31명으로 적음

MZ세대가 직장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주요 이유**

MZ 세대가 현 직장에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주요 이유

“5년 이상 재직하겠다”

2021 2021

11% 25%

69% 31%

2022 2022

16% 35%

49% 27%“2년 내 퇴사하겠다”

한국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Z 세대

40%
한국 밀레니얼 세대

18%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워라밸이 훌륭해서

19%

46% 44%

28% 29% 26%
33%

24% 25% 23%
15%

26%

17%

6%

12% 11% 11%
6%

10% 8%

번아웃 상태여서

직장 문화가
긍정적이어서

내 가치나 업무 성과가
인정받지 못해서

업무 성취도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아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업무환경이 
정신 건강에 해로워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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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근무형태

선호하는 근무형태

*하이브리드 근무는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50대 50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을 기본으로 가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사무실 출근을 기본으로 가끔 재택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한국 Z 세대

한국 Z 세대

완전 원격 근무

완전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사무실 근무

사무실 근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13%

12% 24% 61% 4%

12% 54% 27% 7%

22% 58% 8%

12% 50% 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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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의 긍정적 영향

한국 Z 세대가 꼽은 원격근무의 긍정적 영향 Top 5 

한국 밀레니얼 세대가 꼽은 원격근무의 긍정적 영향 Top 5

돈을 아낄 수 있다

돈을 아낄 수 있다

여가 시간이 늘었다

정신건강이 좋아졌다

현 직장 충성도가 높아졌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업무 수행이 더 수월해졌다

업무 수행이 더 수월해졌다

여가 시간이 늘었다

37%

44%

29%

36%

22%

25%

24%

28%

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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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는 유연근무를 통해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업 대표라면 직원의 워라밸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우선시하겠다(한국 Z 세대)

내가 기업 대표라면 직원의 워라밸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우선시하겠다(한국 밀레니얼 세대)

유연근무 허용

유연근무 허용

근무시간 단축 실험

근무시간 단축 실험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안식휴가 제공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리더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훈련 강화

24%

25%

23%

18%

8%

8%

10%

1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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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불확실한 미래

지구는 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에 도달했으며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 
‘동의‘ 또는 '강력 동의' 한 비율

지난 1년 내 심각한 기후사태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한 번 이상 있다는 응답자 비율

한국 Z 세대 vs. 글로벌 Z 세대

63% 68%68% 66%
한국 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64%

61%

73%

75%

밀레니얼 세대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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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동하겠다는 의지

개인의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대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데 강력 동의하는 비율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한 비율

지속적으로 혹은 자주 노력하고 있다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90%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5%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0%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9%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Z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글로벌 Z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12%

4%

15%

11%

14%

13%

4%

3%

63%

69%

66%

63% 26% 5% 7%

24% 6% 5%

15% 7% 8%

2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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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MZ세대가 직장에 바라는 환경 노력

본인과 직장 동료가 소속 기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
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 이라고 답한 비율

MZ세대 직원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후변화 예방 조치 순위

한국 Z 세대 vs. 글로벌 Z 세대

55% 49%48% 43%
한국 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업무 장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Z 세대 20%, 
밀레니얼 세대 25%)

지속가능성 취지의 
직원 복지 

(Z 세대 18%, 밀레니얼 세
대 13%)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제시

(Z 세대 18%, 
밀레니얼 세대 12%)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제공
(Z 세대 10%, 

밀레니얼 세대 11%)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Z 세대 10%, 

밀레니얼 세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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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스트레스 수준…Z 세대가 특히 더 높아

항상 또는 대부분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

다음의 사안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설문

한국 Z세대

2021년 대비 9%P 상승

2021년 대비 5%P 상승

2021년과 동일

글로벌 Z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33%
35% 39% 53%

37% 35% 36% 41%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53%
39%35%33%

34%

36%

46%

37% 35% 36%
41%

2021년 대비 3%P 하락38%

한국 Z 세대 글로벌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나의 장기적 재정 미래 현재 재정 상태 정신건강 우려 가족 및 인간 관계 일/업무량

41% 39% 35%
29%

24%

47% 42% 39% 39% 34%37% 41%

23% 24% 27%

43% 39%
30% 31% 31%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196

Deloitte Insights

만연한 번아웃…업무환경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업무 강도와 업무량 때문에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어느 정도 동
의' 한다고 답한 비율

업무량 부담 때문에 많은 직장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어느 정
도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팬데믹 시작 후 소속 기업이 업무환경의 웰빙과 정신건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어느 정도 동의' 한다고 답한 비율

소속 조직이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이 논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강력 동의‘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42%

45%

46%

46%

한국

글로벌

33%

43%

38%

44%

한국

글로벌

Z 세대 밀레니얼세대

한국 Z 세대 vs. 글로벌 Z 세대

한국 Z 세대 vs. 글로벌 Z 세대

43%

41%

47%

46%

57%

53%

53%

51%

한국 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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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낙인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직속 상관에게 스트레스나 불안감, 여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
다고 답한 비율

스트레트나 불안감 때문에 휴가를 쓴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스트레스 혹은 불안감 때문에 휴가를 쓴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다음 휴가 사유를 보고했다*

한국 Z 세대

한국 Z 세대

한국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38%

24%

50%

21%

*표본 수가 Z 세대 40명, 밀레니얼 세대 32명으로 적음.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

다른 사유로 보고

다른 사유로 보고

말하고 싶지 않다/모르겠다

말하고 싶지 않다/모르겠다

2021

2021

2022

2022

24%

34%

21%

34% 63% 3%

67% 12%

54% 12%

6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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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4

36

MZ 세대 심리지수

MZ 세대 심리지수는 응답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앞으로 나아질 것인

지에 대한 MZ 세대의 낙관론을 보여준다.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해 0점(완전 비관)부터 100점(완전 낙관)까지 총합을 집계함.

한국 Z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Z 세대:

여성으로 밝힌 응답자

25

여성으로 밝힌 응답자

23

여성으로 밝힌 응답자

32

여성으로 밝힌 응답자

33

남성으로 밝힌 응답자

32

남성으로 밝힌 응답자

24

남성으로 밝힌 응답자

39

남성으로 밝힌 응답자

40

4pts 하락

6pts 하락

1pts 상승

수치 변화 없음

경제 정치·사회 개인재정 환경 기업이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

0
완전비관한다

50
절반정도는개선이이뤄지고있다

100
완전낙관한다

Z 세대

밀레니얼 세대

29



2022  No.22

199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200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는 2021년부터 직장 내 여성의 경험이 업무 참여

도와 경력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10개

국 5,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Women @ Work (직장 여성) 서베이’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설문 조사는 COVID-19 팬데

믹 동안 직장 여성의 삶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의 일상적인 

직장 경험이 이들의 업무 참여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팬데믹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과 웰빙

(wellbeing) 등 여성의 삶과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딜로이트 2022 Women @ Work 서베이

Deloitte Global

02



2022  No.22

201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2022년 설문 조사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팬데믹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

성의 워라밸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직장에서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 동기 부

여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여성이 번아웃을 느끼는 등 팬데믹

이 우려할 만한 장기적 영향 또한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에서 경험하는 비(非)포용적 행태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것 

도 보여준다. 올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harassment)이나 ‘미묘한 차별’(m- 

icroaggression)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성소수자

(LGBT+) 및 소수 민족 여성 사이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하

이브리드 근무 모델(원격 근무와 사무실 출근이 섞인 형태)로 근무하는 여성 

중 약 60%가 업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 근무 형태의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우려스러운 결과 또한 확인됐다. 이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이 향후 몇 년 안에 현 직장을 떠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본 설문 조사는 ‘대량 퇴직’(Great Resignation, 주: COVID-19 발생 이후 

미국 노동 시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의 주요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시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미 퇴사했거나 퇴사를 적극 고려하고 있

는 여성들은 주요 이유로 부족한 승진 기회와 번아웃 등을 꼽았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에 대한 여성의 견해 외에도 고용주가 성평등을 증

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고

용주의 조치는 직장 내 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인 존중과 포용의 직장 문화를 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업들이 직장 내 여성의 경험을 개선하고 다양한 배경

의 여성들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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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기업과 근로자들은 격변의 시기를 보내며, 기회와 도전과제에 동시에 직면했다. 많은 고용주가 팬데믹의 

첫해 동안 배운 교훈을 기존의 근무 방식과 결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하이브리드 근무 모델 실행 포함). 그러

나 10개국 직장 여성 5,000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팬데믹이 여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여성의 번아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시에 많은 여성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일부 여성에게 이는 보다 유연한 새로운 근무 패턴을 

찾는 것을 의미한 반면, 어떤 여성에게는 퇴사나 노동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상당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을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만연한 번아웃

조사에 응한 여성의 53%는 스트레스 수준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고, 약 절반가량이 번아웃을 느낀

다고 말했다. 올해의 응답자들은 정신 건강이 작년에 비해 소폭 나아졌다고 평가했음에도, 정신 건강이 안 좋

거나 매우 안 좋다는 응답자가 약 절반에 달했다. 3분의 1이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휴가를 썼지만 직장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43%에 불과했다. 이 외에 업무로부터 24시간 벗

어나지 못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업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형편

없거나 매우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2%는 업무에 상시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자

신의 경력 개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속되는 대량 퇴직(Great Resignation)
1년 전에 비해 이직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늘었는데, 번아웃이 주요 원인이다. 새로운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

고 있는 여성의 약 40%가 번아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팬데믹 초기에 이미 퇴사했던 이들은 ‘승진 기회의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직무 만족도와 업무 동기가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

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약 절반은 1년 전에 비해 자신의 커리어 기회에 대해 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 대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안에 현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며 10%만이 현 직장에 5년 이

상 머무를 계획이다.

광범위한 근무 방식 변화에도 많은 여성에게 유연근무는 그림의 떡
소속 조직이 유연 근무 정책을 제시했다는 응답자가 올해에는 2021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전체 응답자 

중 비율은 3분의 1(33%)에 그쳐 해당 수치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 조직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한 정책에 대해, 22%만이 ‘근무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꼽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94%

가 유연근무제를 요청하는 것이 승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0%는 유연근무제를 신청

할 경우 업무량이 그에 따라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들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한 여성들은 정신 건강과 업무 동기 부여 수준이 현저하

게 악화되는 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핵심내용



2022  No.22

203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리서치

하이브리드 근무: 변화의 기회이나 도전과제도 존재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은 제대로 수행되기만 하면 많은 이들이 원격 근무로 인한 유연성을 유

지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이들이 소외될 위험도 

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약 60%가 자신이 중요한 미팅에서 배제되었다

고 느끼고, 약 절반은 리더에게 자신의 업무 기량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을 

얻고 커리어를 개발할 중대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4분의 1만이 고용주가 

근무 장소 및 방식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명시했다고 말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 등으로 

근무 장소와 방식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이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괴롭힘 및 미묘한 차별 증가…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응답자의 과반수(5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원치 않은 신체 접촉 또는 반복

적 폄하 발언 등) 및/또는 미묘한 차별(말 끊기, 의견 묵살, 깔보기 등)을 경험했는데, 이는 

2021년에 괴롭힘 및/또는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52%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50%의 여성이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으며, 14%가 괴롭힘을 경험했

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가 고용주에 보고된 비율은 31%로 

매우 낮았고, 특히 미묘한 차별은 보고된 비율이 훨씬 낮았다. 괴롭힘 행위는 66%가 보고

되는 데 비해 미묘한 차별 행위는 23%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직도 보고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93%가 차별적인 행위를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커리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행위를 보고한다 해도 고용주가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 

교차성 관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수 집단의 여성

비포용적 행태들이 대다수의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민족 집단과 LGBT+ 집단 

내 여성 중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예를 들어, LGBT+ 여성들은 성별 

때문에 상사가 자신을 깔보거나 사기를 꺾었다는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10% 이상 높다. 그

리고 소수 민족 그룹의 여성들은 해당 국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의 여성에 비해 비공식

적인 상호 작용에서 배제되거나 하대 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자신의 인종 혹은 민족을 비하 

또는 경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여성을 지원하는 포용적인 조직이 경쟁 우위 확보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진정한 포용적 문화를 육성하여 여성을 지지하고 정신 건

강을 증진시키는 ‘성평등 선도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집단에 대해 따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표본 중 5%에 그쳤으나 2021년 4%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수준). 이러한 조직에

서 일하는 여성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참여도, 신뢰, 직무 만족도를 보고했으며 또

한 해당 직장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하이브리드 근

무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만이 

회의/상호 작용에서 배제되었다고 느꼈고, 7%만이 자신의 업무 기량이 리더에게 충분히 

노출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체 표본의 응답자 중 46%가 번아웃을 보고한 데 반해, 성

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서는 3%만이 번아웃을 보고했다. 또 성평등 선도 기

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신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정

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와 직장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을 편안하

게 느낀다고 응답자 비율이 각각 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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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있으며 46%가 번아웃을 느낀다

2022년 조사 대상 여성의 39%만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양호/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반

면(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 약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신 건강이 안 좋거나 매우 안 

좋다고 보고했다. 절반 이상(53%)이 1년 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고, 거의 

절반(46%)이 번아웃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만이 직장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44%만이 정신 건강과 관련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33%가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Q 다음 중 귀하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 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번아웃을 느낀다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결근 사유로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로 휴가를 쓴 적이 있다 33%

39%

43%

44%

46%

53%

만연해지는 번아웃에 직면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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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의 여성들은 번아웃 비율이 더 높다

분석 결과 주로 중간 관리 역할의 여성과 낮은 연령의 여성(18~25세)이 높은 수준의 번

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두 인구 집단 응답자 중 61%가 번아웃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소수 민족 집단에 속한 여성은 또한 소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들보다 번아웃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 직장에서 편하게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결근의 사유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비율도 더 낮다. 

46%

44%

41%

49%

33%

27%
정신 건강 문제를 결근 사유로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다 

번아웃을 느낀다

거주 국가 내 소수 민족 여성 거주 국가 내 다수 민족 여성

[표본 수: 거주 국가 내 소수 민족 = 543명, 거주 국가 내 다수 민족 = 4,4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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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여전히 업무에서 24시간 벗어나지 못하며, 
많은 이들이 개인 시간에 업무를 차단할 경우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워라밸이 좋지 않고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번아웃이 악화된다. 

여성의 45%만이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양호/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고, 

34%는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 중 42%

가 업무에 상시 응할 수 없는 상태라면 커리어에 지장이 갈 것으로 우려했다. 7%가 고용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휴직을 하거나 노동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Q 귀하의 업무 차단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귀하의 워라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음

보통

보통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함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함

34%2 0% 45%

47%2 0% 39%

20%

20% 39%

45%

4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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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1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현 직장을 떠날 계획이다 

이직을 생각하는 여성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10명 중 1명이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고용주들의 전망이 어둡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2년 내에 현  

직장을 떠날 계획이다. 이는 중간 관리직과 비관리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러한 직급의 여성 중 현 직장에 앞으로 2년 이상 재직한다는 응답자는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으며, 5년 이상 재직한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23%

21%

64%

59%비관리직

중간 관리직

고위 관리직

C레벨

Q 2년 안에 퇴사할 여성들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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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과 승진 기회의 부족이 여성의 주요 퇴사 사유다 

최근 퇴사한 이들과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은 동기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시작한 이

후 이미 퇴사한 이들의 사유로는 승진 기회의 부족(22%)이 가장 많이 꼽혔다(워라밸 부족 및 불충분한 급여가 각

각 18%로 공동 2위 차지). 아직 퇴사하지 않았지만 퇴사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경우 번아웃(약 40%)이 가장 많

이 꼽혔다. 

승진 기회 불충분

번아웃

워라밸 부족

불충분한 급여

불충분한 급여

승진 기회 불충분

Q 전 직장을 떠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38%

18%

27%

18%

13%

Q 현 직장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본 수: 총=227]

[표본 수: 총 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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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낙관론 감소

거의 절반의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자신의 커리어 기회에 대해 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사이에서 낙관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중간 관리직과 비관리직의 여성 중 약 절반이 자신

의 경력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소수 민족 집단의 여성은 전체 응답자보다 커리

어 낙관론이 작년보다 훨씬 가파르게 악화됐다. 

여성의 약 4분의 1이 직무 만족도와 업무 동기 부여를 낮거나 매우 낮다고 평가한 반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비율

은 13%에 그쳤다.

Q 다음에 대해 낮거나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비율 

Q 커리어가 원하는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여성의 비율 

Q 다음 중 귀하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 만족도           업무 동기부여 

27% 27%

40%

47%

51%

전체

비관리직

나는 업무 시간(출근/온라인)보다는 
업무 품질에 따라 평가된다. 

나는 작년 이맘때보다 오늘 내 커리어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느낀다. 

중간 관리직 

44%

57%

50%

48%

거주 국가의 소수 민족 여성 거주 국가의 다수 민족 여성



글로벌 공급망 리질리언스210

Deloitte Insights

근무 방식의 광범위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는 많은 여성들에게 비현실적이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여성들, 
정신 건강이 더 나쁘다고 응답

고용주가 유연 근무 정책을 제시했다는 여성이 2021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낮다. 여성 중 3분

의 1(33%)만이 고용주가 유연근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현 직장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한 정

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22%만이 근무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유연성을 꼽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응답자의 94%가 유연근무제를 요청하면 승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90%는 유

연근무제를 요청할 경우 업무량이 그에 맞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 업무량이 
그에 따라 조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를 요청하거나 활용하면
조직 내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Q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중 팬데믹 기간 사무실에서의 근무 방식과 관련해 
현 직장에서 도입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90% 94%

사무실 내 건강과 안전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최신 정보

근무 장소 및 방식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근무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유연성

27%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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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한 여성은 높은 대가를 치른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한 여성들은 정신적 웰빙 및 업무 동기 부여 수준이 현저히 낮아져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근무 시간을 바꾸지 않은 이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1년 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

율이 두 배 이상 높다(70% vs 31%). 번아웃을 느낀다는 응답도 거의 세 배 더 많다(65% vs 22%). 

Q 귀하의 삶에서 다음의 측면이 
지난 1년 간 증가했습니까? 

Q 다음 중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1%

45%

38%

43%

48%

50%
가사에 소요된 시간

아이를 돌보는 데
소요된 시간

다른 부양 가족을 
돌보는 데 

소요된 시간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변경한 여성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여성

24%

58%

65%

31%

22%

61%

24%

26%

70%

65%
번아웃을 느낀다

1년 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결근의 사유로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작년 이맘때보다 오늘 내 커리어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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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는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정규직 여성보다 번아웃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약 

10% 더 높은 반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거나 결근의 사유로 정신 건

강을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훨씬 낮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변경한 여성들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모두 커리어 

낙관론이 빠르게 악화됐다. 근무 시간을 바꾼 여성의 61%가 작년보다 커리어 전망에 대

해 덜 낙관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근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을 나타내며, 조직들은 잠재적으로 이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업무량을 조정

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Q 다음 중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수준이
1년 전보다 높다

59% 55%

29% 26%
18%

53%
46% 45% 44% 40%

작년 이맘때보다 커리어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다

커리어가 생각한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

번아웃을 느낀다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결근 사유로 정신 건강 
어려움을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57% 44% 54% 39%

[표본 수: 정규직 여성 = 4,723명, 파트타임 여성 = 2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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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하는 여성들이 유연성 부족과 

업무 배제를 느끼고 있으나 고용주들은 근무 형태 전환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의 장점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용주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44%의 응답자가 하이브리

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근무에 따른 업무 배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리

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54%)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근무 패턴에 있어 유연성 부족을 경험했거나 혹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약 60%는 자신이 회의와 상호 작용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으

며 약 절반은 리더에게 자신의 업무 기량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아 지원을 얻고 커리어를 개발할 중대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여성이 소외되는 양상은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소외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들

은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좋지 않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 휴가를 쓴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일할 때, 가족 돌봄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포함해 많은 여성에게 필요한 업무 예측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64%는 고용주가 근무 장소 및 방식에 대해 명확한 요구 사항

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58% 36%

45% 27%

46% 75%

33% 41%

Q 하이브리드나 원격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근무자 전체 응답자

회의, 논의, 비공식적

상호 작용에서 배제됨
번아웃을 느낀다

리더에게 역량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음

정신 건강 어려움으로 인해 
휴가를 쓴 적이 있다

100% 
원격 근무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소외된 적이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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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직장에서 포용성 결여는 
전반적 조직 문화의 문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100% 사무실 근무 또는 100% 원격 근무를 하는 여성보

다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 소외를 경험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차별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차별적 문화가 모든 이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환경에

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직장 내 성평등에 대해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

으나, 설문 결과는 오히려 많은 여성이 더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부정적 현실을 보여준다. 

Q 다음 중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경험했던 행태는 무엇입니까? Q 지난해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

8%

5%

4%

11%

12%

17%

5%

5%

7%
비공식 상호 작용이나

대화에서 배제됨 34%

66%

41%

100% 사무실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100% 원격 근무

남성 동료에 비해 회의에서

발언한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짐

내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음 

100%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100% 사무실 근무

17%
4%

5%
12%

5%

5%
1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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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포용적 행태들이 증가했다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 증가

여성에 대한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차별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여성의 

비율은 올해 59%로 2021년의 52%보다 상승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의 50%가 직장에서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고 14%가 괴롭힘을 경험했다. 

Q 지난 12개월간 직장에서 비포용적 행태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

2022

2021

59%

52% 42% 6%

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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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및 LGBT+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이 
미묘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적 지향에 대한 비하/경시 발언: 18% vs 1%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업무 성과로 인정받음: 16% vs 8%

비공식적 상호작용 또는 대화에서 배제됨: 15% vs 11%

성별 때문에 상사나 상급 리더가 자신을 깔보거나 사기를 꺾거나 과소평가했다고 느낌: 13% vs 2%

지속적으로 직업윤리에 어긋난 방식 또는 무례한 방식으로 대우받음: 11% vs 4%

비공식적 상호작용 또는 대화에서 배제됨: 15% vs 10%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업무 성과로 인정받음: 15% vs 8%

남성 동료에 비해 회의에서 발언한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짐: 12% vs 7%

인종이나 민족성에 대한 비하/경시 발언: 9% vs 2%

성별 때문에 상사나 상급 리더가 자신을 깔보거나 사기를 꺾거나 과소평가했다고 느낌: 9% vs 2%

Q 다음 중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경험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LGBT+ 여성

거주 국가 내 다수 민족 여성

비(非) LGBT+ 여성

거주 국가 내 다수 민족 여성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LGBT+ 여성들이 LGBT+가 아닌 여성들보다 직업윤리에 어긋난 방식 또는 무례한 방식으

로 대우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 더 높았으며, 성별 때문에 경영진이 자신을 깔보거나 사기를 꺾었다고 답한 비

율이 10% 이상 더 높다. 

소수 민족 집단의 여성들 또한 자신의 제시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업무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다수 민족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높았고, 성별 때문에 경영진이 깔보거나 사기를 꺾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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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용적인 행태들이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포용적인 행태를 경험하는 여성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 중 31%만이 

조직에 보고되었으며, 미묘한 차별은 명백한 괴롭힘보다 보고되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23% vs 66%). 

여성이 차별 행위를 보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다

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러한 이유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 문화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징후이다.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창피해서 괴

롭힘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2%).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중 5분

의 1이 더 심한 괴롭힘을 받을까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전히 보고 후 보

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93%는 차별적인 행위를 보고하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

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여성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조사에 따르면 차별과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시행하는 회사에

서 일하는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수 민족 집단과 LGBT+ 여성은 미묘한 차별을 당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훨

씬 더 높지만 이들이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Q 해당 행위를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고하면

커리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창피해서 더 심한 괴롭힘을

받을까봐

나의 불만 제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행위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표본 수: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을 모두 경험한 여성 = 212명, 괴롭힘만 경험한 여성 = 138명, 미묘한 차별만 경험한 여성 = 1,863명]

미묘한 차별만 경험한 여성 괴롭힘만 경험한 여성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을 모두 경험한 여성

5%
11% 13%

26%

36%

14%

42%

20%

11%
17%16%

20% 21% 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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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웰빙과 직무 만족도를 보고한다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설문 조사

2021년 연구에서와 같이 ‘성평등 선도 기업’(Gender Equality Leaders)으로 평가받는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들

에 대해 따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진술에 동의했다. 

2022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4% → 5%). 

또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조사에서도 뒤처지는 조직들을 파악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위

의 세 가지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올해 응답자 중 24%가 이러한 성평등 낙후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작

년의 31%보다 개선된 수치이다. 

설문 결과는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웰빙과 직무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

켜준다. 

비포용적인 행태와 미묘한 차별에 직면했을 때 업무상의 영향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업무 책임과 삶의 다른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고용주가 지지한다고 느낀다.

커리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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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웰빙과 직무 만족도가 훨씬 높다 

성평등 선도 기업은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중 고용주로부터 적

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와 직장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자

가 각각 87%에 달했다. 

고용주의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중 3%만이 번아웃

을 느낀다고 보고했는데, 낙후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중 81%가 번아웃을 보고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

해 훨씬 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14%만이 회의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고 7%만이 자신의 업무 능력이 

리더에게 충분히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다음에 대해 양호/매우 양호로 응답한 비율 

Q 다음 중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

31%

24%

62%

90%

90%
직무 만족도

업무 동기

정신적 웰빙
(스트레스 및 불안 수준 포함)

성평등 선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성평등 낙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87%8 7% 73%

14% 3%14%1 4% 14%

79% 81%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결근 사유로 정신 건강을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스트레스 수준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번아웃을 느낀다

87%

14%

87%

14%

73%

14% 14%

79%

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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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선도 기업은 인력 유지 및 
동기 부여와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다 

여성 인력을 유지하고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성평등 선도 기업을 본받아라.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응답자들

은 현 직장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러한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중 아무도 현재 이직을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 9%만이 향후 1~2년 안에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낙후 조직에서 근무하는 

이들 중 63%가 향후 2년 안에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성평등 선도 기업의 여성들은 또한 업무 동기와 생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중 90%가 직장

에서의 업무 동기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낙후 조직의 여성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31%에 그쳤다.

52% 17% 31%

5% 6% 89%

1%

10%

39%

24%

23%

45%

9%

0%
현재 이직을 알아보고 있다

현 직장에서 1~2년간 
머무를 계획이다

현 직장에서 3~5년간

머무를 계획이다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머무를 계획이다
성평등 선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낮거나 매우 낮음 보통 높거나 매우 높음

성평등 낙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Q 본인의 업무 동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 직장에 얼마나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평등 선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성평등 낙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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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위한 제언

올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들의 업무 여건이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평등 개선과 관련해 고용주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근무에서부터 시작해 미래 

커리어 전망 및 직장에서 직면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평등이 2년 간 퇴보한 지금 고용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수히 많지만 본 연구는 성평등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이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약 절반의 여성이 번아웃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번아웃이다. 고용주가 여성 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서 번아웃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번아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무량과 업무 평가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기대치와 실제로 경험하는 현

실 사이 불일치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됐다. 리더와 관리자가 이러한 불일치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번아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교육, 기법, 실

용적 수단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아웃이 직장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직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 수준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고, 약 

절반가량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답한 만큼, 구성원의 정신 건

강 문제는 고용주들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히 필요할 때만 지원을 제

공하는 것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들이 고용주에게 정신 건강에 대해 얼마든

지 의논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여

성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직은 리더와 관리

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

원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지원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직 구성원 모두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들이 직장 내 존재할 수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신

적 문제를 이겨낸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시작점에 선 고용주들이 실천해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히 확산된 번아웃을 해결한다

2. 정신적 웰빙을 최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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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고용주가 유연근무제를 제안한다고 답했고, 94%

는 유연근무제를 요구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

제는 많은 조직에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단순히 정책만 수립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유연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조직이 실질적 노력을 펼

쳐야 한다. 구성원 개인과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리더와 관리자의 전

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연근무 솔루션을 실행하고, 유연근무제가 실행될 때 업무량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유연하게 근무하는 이들이 커리어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이미 하이브

리드 근무 환경에서 소외되고 향후 업무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여성은 또한 본

인의 커리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에게 본인의 업무 

능력을 노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고용주들은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사무실에 출근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효과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

에게 (예를 들어 근무 방식에 대한 팀 합의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

면 근무 또는 원격 근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팅과 상호 작용을 이끌

도록 리더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리더 및 조력자에게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들은 직장 내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로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과 포용의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을 꼽는다. 그러나 본 조사

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비포용적인 행태들이 지난해부터 증가해왔으

며, 많은 여성이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 일할 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비

포용적인 행태를 경험하는 여성 중 다수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 미묘한 차별의 경

우 특히 그렇다. 고용주는 이제 조직의 일상적인 문화가 항상 존중과 포용으로 이뤄

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미묘한 차별 등을 포함한 비포용적

인 행태가 용인되지 않으며 여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들이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

며, 신고를 위한 접근 가능한 경로 및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차별적 

행위가 경력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여성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4. 포용과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수립한다

5.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기업 문화를 뿌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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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개국의 6개 산업 부문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국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인종

백인

18-25

C레벨 및 이사직

98%
이성애자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대한 무응답자는 1% 미만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가능. 해당 질문에 대한 표본 수는 3,744명

동성애자 양성애자
1% 1%

흑인

26-38

고위 관리직

히스패닉

39-54

중간 관리직

동양인

55-64

비관리직

기타 혼혈

연령대

직급

LGBT+* **

52% 13%

2%

32%

1%1%

15% 30% 45% 10%

10% 15% 25% 50%

조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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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태

하이브리드, 100% 원격 근무, 100% 대면 근무 비율

조직의 총 글로벌 연간 매출액

조직의 총 글로벌 연간 매출액

10%
뱅킹, 금융 서비스, 보험

30%
에너지, 수송, 산업

10%
비즈니스 서비스(전문 서비스 및 법무)

10%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30%
소비재(유통, 부동산, 호텔/관광)

2억5,000만 달러 미만 2억5,000만~5억 달러 5억1,000만~
9억9,900만 달러

10억~50억 달러 50억 달러 이상

10%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정규직

하이브리드

파트타임

100% 원격 근무 100% 대면 근무

6% 94%

44%3 0% 26%

10%
18% 22%

37%

13%

44%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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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영업

품질

물류

Connected PLM

Smart Factory

Supplier Collaboration

Synchronized S&OP

Quality 4.0

Smart Logistics

선제적 기술/제품 전략

TRM, PRM, PTRM운영체계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PLC 기반 제품 손익관리 
선행단계 설계 효율화 
제품개발 프로세스 고도화(PLM)

Smart Factory 구축/운영 전략

생산 운영 OtD체계(Order To Delivery)
생산 운영 Digital 기반 자동화 
최적 재고관리 운영 체계 
MES 설계 및 구축

설비 최적 효율화 관리(OEE)

Spend 시스템 분석 전략 구매

최적 소싱 공급사 차별화 전략

조달 구매 가시성 확보 체계

구매 성과관리 체계

시나리오 기반 원가혁신 체계

구매 인적 역량 강화  

SCM전략과 운영계획 연동 체계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수립

주문-납기약속 Fulfillment 체계

계획-실행 연계 체계

S&OP 운영 거버넌스 정립

계획-실행 통합 모니터링 체계

전사 통합품질 운영 전략 체계

품질 비용 관리 체계

개발 단계 선행예방품질 체계

고객 품질대응/재발방지 체계 
협력사 품질 안정 공급 체계

품질 Data기반 분석 체계

물류 운영 전략 수립

최적 물류센터 운영 체계

물류 네트워크 및 운송 체계 
물류 조직 및 아웃소싱 관리

물류 성과관리(KPI & Cost)체계

물류 정보 운영 시스템 고도화

ESG 고려한 M&A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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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컨설팅 SCNO팀 소개

딜로이트는 산업별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고객의 산업, 제품/서비스 및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Value-chain 운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객별 

최적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NO Leadership Value-chain별 Specialist

이민재 전무 홍승민 상무김기범 상무

02-6676-3611 02-6676-360602-6676-3624
minjlee@deloitte.com seungmhong@deloitte.comgibkim@deloitte.com

SCNO 총괄 구매 / 물류 총괄 제조 총괄

품질 / 연구개발 S&OP 품질 / 연구개발

영업 / 마케팅 생산 / MES 재무 / 원가

물류 SCM 물류

구매 / 자재 구매 / 자재 구매 / 자재

진은찬 상무

02-6676-3863
euncjin@deloitte.com

채장병 상무

02-6676-3652
janchai@deloitte.com

이승기 상무

02-6676-3879
seungkilee@deloitte.com

황대호 이사

02-6676-3500
daehwang@deloitte.com

강근우 이사

02-6676-3677
keukang@deloitte.com

김영훈 이사

02-6676-3512
younghoonkim@deloitte.com

이석진 이사

02-6676-3613
sukjlee@deloitte.com

김형미 이사

02-6676-3927
hyungmekim@deloitte.com

박현호 이사

02-6676-3521
hyunhpark@deloitte.com

권영경 이사 한규섭 이사 남민철 이사

02-6676-3517 02-6676-3511 02-6676-3913
younkwon@deloitte.com kyushan@deloitte.com mna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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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oint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MT

FS

Consumer

LSHC

ER&I

G&PS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

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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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hogchoi@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 부문

hyuchang@deloitte.com

손재호 파트너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jaehoson@deloitte.com

심현보 파트너
소비자 부문

hsim@deloitte.com

황지만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부문 

jimhwang@deloitte.com

정동섭 파트너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이종우 파트너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jongwlee@deloitte.com

이재호 파트너
정부 및 공공 부문

jaeholee1@deloitte.com

김사헌 편집장
딜로이트 인사이트

sahe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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