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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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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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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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위기

닷컴·인터넷 
거품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

COVID-19 팬데믹

아시아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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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o.22

8산업 공급망 이슈 업데이트: 자동차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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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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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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