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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시사매거진, 3.3) 

UN 선정, 미래 경영의 17 가지 과제 

 

모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사회 과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됐으며, 

2015년 채택 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SDGs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공, 사회, 개인(기업)의 세 부문에 걸쳐 널리 파급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SDGs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이해와 침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DGs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글로벌 자본주의 속에서 구축되어온 현대 기업 경영 모델의 근간

을 뒤흔드는 변화(진화)에 대한 요구다. 

 

이러한 경영 모델의 진화를 주제로 한 신간 ‘지속 가능발전목표란 무

엇인가?’가 출판되었다. 

 

책에서는 앞으로 1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가 열리고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야 할 때라

고 말한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업이 17가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

치와 사회적 가치를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경영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과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딜로이트 컨설팅은 SDGs

의 기본 개념부터 GE, 월마트,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의 SDGs 성공 사례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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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SDGs를 필두로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목표, 경영전략, 사업전략, 사업 창출에 대해 근본부터 검

증하며 점점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 모델의 혁신을 일으키고 이 거대한 변화를 

헤쳐나가야 할지 묻는다. 

 

신작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를 통해 환경오염, 불평등, 빈곤, 양질의 교육 등 UN에서 선정한 17

가지 과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업, 사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마존·구글·MS·페북·트위터···‘IT 공룡’ 재택근무 성적표는? (중앙일보, 3.8) 

 

#. “시애틀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1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집에 머물고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망에 

올라와 있는 코로나 19 관련 재택 근무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아마존 미국 시애틀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난 3일(현지시각) 이런 e메일을 받았다. 시애틀은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리피강을 따라 거대한 건물 6개 동이 서있다. 구글의 유럽 본부다. 지난 3일부터 

이 건물은 사람이 없는 ‘유령 빌딩’이 됐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 1명이 바로 전날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구글 유럽 본부는 바로 재택근무 시행을 결정했다. 3일부터 

8000여 명 직원이 사무실을 떠나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아마존·구글과 페이스북. 정보기술(IT) ‘빅 3’’ 코로나 19 의 습격을 받았다. 지난 4 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 시애틀 사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나왔다. 

바로 페이스북은 시애틀 사무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또 다른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트위터도 코로나 19 차단 방역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5일까지 미국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법인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위험 지역이다.   

 

IT 전문매체 더 버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19가 확산하고 있는) 한국, 싱가포르는 물론 다른 국가 

법인에도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역시 전 세계 480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를 권고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거대한 재택 근무 실험의 무대가 됐다. 아마존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트위터 등 ‘IT 공룡’이 앞다퉈 이 실험에 뛰어들었다. 온라인망을 기반으로 

하는 IT 산업은 다른 제조·서비스 산업에 비해 재택 근무로의 전환이 쉽다. 물론 자발적은 선택은 아니다. 

코로나 19 태풍을 피하기 위한 강제 실험이다.   

 

그동안 재택근무는 이들 IT 기업에서 유연 근무제의 한 형태로 부분 시행됐다. 임시 근로자, 유연근무제 

대상자, 시간제 근무자 등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 근무가 대부분이었다. 이번과 같은 전면 시행은 IT 

업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번 실험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재택 근무의 효용성에 대해선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물론 직장인 사이에선 ‘대환영’이다. 지난달 20일 ‘딜로이트는 ‘2020년 근무 유연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무직 근로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절대 다수인 94%가 재택 근무를 포함한 유연 

근무제가 이점이 크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정신 건강에도 좋으며(43%) 일과 개인 삶의 조화에도 

유리하다(38%)고 응답했다. 그리고 설문 대상자 가운데 41%는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3%는 e메일, 각종 메신저(인스턴트 메시지), 화상회의 등 의사 소통 수단의 발달로 일하는 

공간과 개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는 이렇게 높았지만 유연근무제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파트타임ㆍ정규직이긴 하지만 일반 정규직보다는 짧은 시간 일하고 그에 비례해 낮은 임금을 받음), 

집중근무제(일주일 중 며칠을 장시간 일하고 대신 휴일을 길게 가지는 근무 형식, 예를 들어 주 10시간 4일 



일하고 3일 쉬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 응답자 가운데 각각 7%, 6%만 시간제 근무, 집중근무제를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비교적 낮은 급여(시간제 근무), 특정 일에 몰리는 과도한 업무(집중 근무제)에 

대해선 많은 근로자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직장인 사이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회사와 산업 전체의 효용성과 생산성까지 

따져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각 근로자가 집에서만 일을 한다면 ▶대면 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검증과 발전 

▶멘토(사수)-멘티(부사수) 관계를 통한 업무 교육과 개인 역량의 발전 ▶업무 시간 측정이 어려운 데 따른 

급여·평가 측정 불투명성 등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미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스탠퍼드경영대학원 니콜라스 블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택근무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집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동기 부여,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재택근무가 1ㆍ 2주 정도에서 더 길어지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 지역을 제외한 주요 사무소를 열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재택근무가 오히려 개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재택근무가 일반적 근로 형태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나 증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의견만 분분한 

상태였다. 코로나 19가 촉발한 전 세계 단위의 재택 근무 실험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코로나 19 타격에 돈 풀어야 한다는데…돈맥경화 어쩌나 (아시아경제, 3.11) 

1 월 말 화폐발행잔액 130 조 원 돌파 

시중 유통현금 10 조 원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 절반으로 뚝 

금리 내려도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한은 막판까지 고민 

 

“시중자금을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 현금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심각한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지만, 돈이 도는 속도는 갈수록 느려

지고 있어 중앙은행이 추가로 돈을 풀어도 효과가 적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핀셋 지원’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화폐발행잔액(말잔)은 131조 9300억 원으로 13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말 120조 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만에 10조 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

이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쉽게 말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

금의 규모를 뜻한다. 

 

앞서 화폐발행잔액이 100조 원에서 110조 원, 11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각각 약 

15개월 가량 걸렸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현금이 10조 원 가량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이다.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명목 국내총

생산(GDP)을 광의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4분기 0.66으로 뚝 떨어졌다. 통화

유통속도는 2005~2007년에만 해도 0.8~0.9 수준을 유지했고,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에는 

0.76~0.78 수준이었다. 2018년 말에는 0.70으로 하락했다. 

 

결국 통화량에 비해 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통화승수 역시 15.64

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통화승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활력이 떨어져 경

제 성장에 필요한 통화적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는 2008년 3월에 26.89배까

지 상승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7월(20.77) 20배수 아래로 떨어졌다.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은이 막판까지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만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선뜻 따라내

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필요한 곳을 타깃으로 삼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단은 절대

적인 유동성을 늘려놔야 돈이 돌 수 있다는 논리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의 흐름을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인위적

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없다”며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안 쏠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너럴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물가도, 주식시장도 타깃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만을 타깃으로 삼은 통화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인하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

국은 금융시장 때문에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우리는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현상

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앙은행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딜로이트는 ‘코로나 19 경제 영향’ 보고서

에서 생산→공급망 충격 및 시장혼란→기업 유동성 부족 등으로 발전할 경우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고 전망

했다. 단순히 세계 성장률이 악화하거나 국제무역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커질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1200억 공공 사업에 ‘딜로이트 컨설팅’ 깜작 등장 (아주경제, 3.17) 

1200 억 원 규모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LG CNS 와 딜로이트 컨설팅 경합 

 

LG CNS 단독 입찰로 싱겁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

음) 구축 사업에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17일 SI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재입찰이 마감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에 LG CNS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총 1200억 원을 들여 11년전 구축된 현 행복 e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대형 공공 사업이다. 연 400억씩 3년에 걸쳐 1220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기금 지급 처리 속도를 올리고, 연금 수급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 목표다. 

 

지난 3일 진행된 최초 입찰에선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SI 업계에선 “향후 차세대 나라장터나 우본 

유닉스 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I 업체들이 자사의 가용 인

력과 자원을 점검하느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유찰의 원인”이란 분석을 

내놨다. 

 

결국 LG CNS가 사업성 검토 끝에 17일 재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SI 업계에선 LG CNS 외에 참여 의

사를 밝힌 업체가 없어 무난하게 LG CNS가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입찰에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국내 중소 SI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면서 양사의 경쟁

이 펼쳐지게 됐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컨설팅펌 딜로이트 컨설팅의 한국 멤버펌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액센츄어처럼 금융, 회계, ERP 등 대규모 기업 경영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구축과 실행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코로나 19를 우려해 모든 입찰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RPA가 뭐길래…국내외 IT 서비스업체 ‘쟁탈전’ (시사저널, 3.18) 

매년 30% 이상 고성장 전망 

 

최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가 IT 서비스 업계의 새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소프

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주면서 이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에서도 RP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RPA란 인간을 대신해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

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인간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RPA는 시스템 로그인, 문서 생성 및 쓰기, 화면 조회, 특정 셀 데이터 읽고 계산하기, 이메일 보내기 등 단

순하지만 사무직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들을 사람을 대신해 처리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2014년부터 글로벌 금융사를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하는 

추세다. 금융사들은 신분증 위조 검증 자동화, 보험증권 서류 작성 및 등록 자동화, 전자공시 정보 조회 등

에 활용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들은 일·월 마감 업무 처리 자동화, 재고 관리 입력 및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은 전 세계 RPA 시장이 2020년부터 연 평균 31.1%의 성장률을 보이

며 2025년까지 3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5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토메이션애니웨어·유아이패스·블루프리즘 등 전 세계 3대 RPA 업체를 비롯해 삼성

SDS·LG CNS·SK C&C 등 국내 대형 IT 서비스업체들까지 RPA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

이고 있다.  

 

특히 3대 RPA 업체의 경우, 국내 시장에 모두 진출한 상태다. 이에 질세라, 국내 업체들도 RPA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 SDS는 RPA와 AI 챗봇을 결합한 브리티웍스를 자체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재 삼

성전자·삼성 SDS·삼성증권·수협·전자랜드 등 국내 30여개 기업에서 브리티웍스를 도입해 자재 현황 분

석, 고객 응대, 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자동화했다. 특히 삼성 SDS 전체 임직원의 83%가 브리티웍스를 

통한 업무 혁신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내 1만 7800여개 업무를 자동화해 9개월간 55만 시간을 절감했

다.  

 

LG CNS는 유아이패스와 협력해 RPA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사는 함께 개발한 RPA 시스템을 LG 계열사

에 적용해 관련 노하우를 쌓고 있다.  

 

SK주식회사 C&C도 최근 오토메이션애니웨어와 ‘RPA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먼저 대형 글로벌 플랜트 및 건설 분야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RPA 시스템을 개발

해 SK건설 조달 업무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기업별 업무 특성을 분석해 관행적으로 처리

하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핵심 업무별 최적의 RPA 적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포스코 ICT도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RPA 솔루션 ‘에이웍스’를 공식 출시했다. 앞서 포스코 ICT는 하

나금융그룹의 IT 전문 기업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력하기로 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AK아이에스·신세계

I&C 등과 차례로 RPA 확산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 ICT는 국내 금융·유통·물류·서비

스 분야 기업들과 협력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해 RPA 솔루션의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키울 계획이

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RPA 도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기술적 개념을 검증하는 단계를 지나 

현업에 직접 적용하는 실행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PA를 경험한 근로자 대다수가 RPA

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딜로이트에 따르면 RPA를 경험한 70% 이상

의 근로자들이 RPA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로 하여금 RPA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정제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RP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먼저 도입한 조직의 긍정적 경험이 확대되며, RPA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강력한 사이버보안 업체 TOP10 (IT World, 3.19) 

 

이번 기사에 소개된 10개의 업체가 가장 강력한 사이버보안 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업체들의 강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자. 

 



RSA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이버보안 공급업체가 매년 수백 개의 놀랍고 혁신적인 제

품을 소개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 임원은 화려하고 새로운 포인트 보안 제품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CISO는 심각한 보안 전문가 부족과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광범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 자문 서비스,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또한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선호한다. 

 

 게다가 보안 분야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것이 미래의 물결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다면 기업은 이런 여정에서 자사를 도울 수 있는 공급업체와 협력하길 원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1년동안 과감한 행동을 통해 사이버보안 세계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 10개의 사이버보안 업체를 선정

했다. 

 

1. 액센츄어(Accenture) 

 

액센츄어가 이 목록에 있는 이유는 다소 복잡하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이 보안업계 

최강자인 시만텍의 소비자 보안 제품인 ‘노턴 라이프락(Norton LifeLock)’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107

억 달러에 인수한 후, 매니지드 사이버보안 비즈니스를 액센츄어에 팔았다. 액센츄어는 인수 합병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MSSP(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s)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다. 

 

시만텍과의 계약 외에도 액센츄어는 첨단 위협 인텔리전스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에 투자했는데, 데자뷰 시

큐리티(Deja vu Security), 아이디펜스(iDefense), 레드코어(Redcore), 마글란(Maglan), 아리스모

어(Arismore), 퓨전엑스(FusionX) 등을 인수했다.   

 

- 12억 달러: 액센츄어가 2019년 회계연도에 전 세계 33개 업체를 인수했는데, 총 금액이 12억 달러

다. 

 

- 전망: 액센츄어는 최첨단 사이버 공격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사이버 위험을 줄이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위협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 보호, 사고 대응, 고급 분석 및 지능형 자동화를 포함한 다

양한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만텍 인수를 통해 액센츄어는 시만텍의 광범위한 고객 기반 및 

기술 전문 지식과 6개의 보안 운영센터(Security Operations Centers)를 확보했다.   

 

2. 시스코(Cisco) 

 

대형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는 지난 수년 동안 기업 보안 시장에서 약간의 기복을 겪었지만, 현재 시스코

는 제로 트러스트나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드 보안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선두 

업체로 발돋움했다. 

시스코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엑세스 제어 및 다중 요소 인증을 제공하는 듀오 시큐리티(Duo 

Security)를 23억 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 9%: 시스코의 최근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코 사이버보안 비즈니스 성장률이 9%다. 실제로 보안은 

시스코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분야다. 시스코의 총 매출액은 4% 감소했으며,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플

랫폼은 8% 감소했다. 

 

- 전망: 시스코는 공급업체 관계와 보안 및 네트워크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려는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코는 확실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코는 기업 고객이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시스코 및 서드파티 제품 전

체의 위협을 탐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인 시큐어엑스(SecureX)

를 발표했다. 

 

 3.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침해는 여기서 멈춘다(Breaches stop here)”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슬로건이다. 클라우드스트라이

크는 서비스형 매니지드, 클라우드 전용 엔드포인트 보호(cloud-native endpoint protection as a 

service) 시장에서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팔콘 플랫폼(Falcon 

platform)은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와 AI 기반 클라우드 분석을 사용해 첨단 위협을 차단한다.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에 대응한 클라우드 기반 보호 분야의 선두 주자인 지스케일러(ZScaler)와 파

트너십을 체결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엔드포인트 원격 분석을 지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에 통

합했다. 



 

- 67억 달러: 지난해 6월 IPO를 시작했을 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평가액은 67억 달러 이었다. 크라

우드스트라이크는 6억 5,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 전망: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국가 규모의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업체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했다. 광범위한 플랫폼에는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엔드포인트 탐

지 및 대응, IT 위생, 매니지드 위협 탐지 및 원격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4. 딜로이트(Deloitte)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일은 새로운 포인트 보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위

험 평가,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딜로이트가 이 분야 최강자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

이며, 이 업체는 보안 컨설팅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기업이 사이버보안 

전략을 구현하도록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딜로이트는 기업 수준의 위

험 및 운영 관리,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대응, 애플리케이션 분석, 사이버보안 및 IoT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버징 데이터(Converging Data)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딜로이트는 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인 퓨전(Fusion)을 출시했다. 

 

- 2만 1,000명: 딜로이트 네트워크 전체의 위험 관리 및 보안 전문가 수는 2만 1,0000명이다. 

 

 - 전망: 딜로이트는 감사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체하거나 사내 보안 전문가로부터 보안 업무를 인계받으려 할 때, 극복해야 할 문화적, 조직적 난

관이 있다. 이는 자문 역할과 실제 보안 실무 역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코로나 19에 저유가…글로벌 석유산업 장기불황 우려 커진다 (헤럴드경제, 4.4) 

정제마진 악화에 ‘최대시장’ 중국 수요 감소 겹쳐 

코로나 이후에도 유가 불확실성에 中 공급과잉 우려 

 

코로나 19의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관련 업종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

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만일 코로나 19 확산세가 호전되더라도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남아있어 글로벌 석

유산업의 업황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최근 발표한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 가스 및 화

학산업은 코로나 19 및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 석유산업은 업황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19 영향에 정제마진, 유가하락으로 인

한 수익성 악화가 가팔라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제 마진은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인 4~5달러를 밑돌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의 수출 의존도

는 50%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 정도이므로 중국 수요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

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영향이 단기간에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유가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유업의 업황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주요국 수요 충격과 자국 수요 급감으로 인한 중국의 밀어내기 물

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업계와 관련해서도 “국내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올해 1~2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고 점쳤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정상화율이 98%까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3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46

으로 아직 50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어 중국의 회복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보통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원가절감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

익성 회복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각국의 석유산업도 동반 불황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2022년까지 예정된 에텔린 증설량은 현재 설비 용량의 55%에 달할 만큼 막

대하다. 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량 증가는 코로나 19 이후 수요가 회복이 되더라고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힘

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의 급락은 미국 정유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업체들의 부채부담 가중과 폭

락한 유가로 인해 세계 가스 업계에 구조조정까지 전망되는 시점이다. 

 

유럽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생산공장 셧다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 

중지로 내장재,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동남아시아 역시 경기위축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가 예상됐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신

규 석유화학공장 설립이 진행됨에 따라 공급측면의 압박이 가중돼 제품 가격 하락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마켓인사이트] “급변하는 스포츠산업에 기회 있다” …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 전담조

직 신설 (마켓인사이트, 4.8)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이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최초로 스포츠 비즈니스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계권 등 수익사업을 비롯해 스포츠 구단의 인수합병(M&A)까지 스포츠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자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7일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M&A 및 

가치평가를 주력으로 하는 재무자문본부 산하 그룹으로,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 프로스포츠, 

e스포츠 등 영역 제한을 두지 않고 중계권, 스폰서쉽, 가치평가, 컨설팅을 비롯한 스포츠 산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은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토마스 컨설턴트 출신으로 딜로이트 안진에서 리테일 

부문을 이끄는 정동섭 전무가 그룹장을 맡았다. 딜로이트 안진은 넥센 그룹사 출신으로 한양대 

스포츠경영학과 겸임교수를 맡은 이영재 이사를 비롯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새롭게 영입했다. 회계법인이 가진 재무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더한 셈이다. 

딜로이트 안진이 스포츠 비즈니스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스포츠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변화에 국내 

스포츠 산업이 충분히 발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1473조 원, 성장률은 연간 5.1%에 달한다. 반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으로 추정된다. 연 평균 성장률은 약 3.7%로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 이사는 “시청자들의 스포츠 향유 수단이 텔레비전(TV)에서 유튜브로 바뀌면서 광고 효과를 노릴 대상도 

바뀌었기에 중계권 비즈니스의 형태와 대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중계권 협상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스포츠 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컨설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M&A를 비롯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갖춘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를 고민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늘면서 이 

같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를 

마친 뒤 남겨진 경기장과 숙소 등 각종 시설을 어떻게 재탄생 시킬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 전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평가 및 매각 작업은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라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최적의 투자자를 찾아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것

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peedy digitization No. 1 task for manufacturers’ (Korea Times, 4.7) 
Fixing supply chain, re-shoring also urged for survival in post-pandemic world 

Supply chain disruptions triggered by the coronavirus have raised critical questions for 

manufacturers, which are afflicted by halted production lines. 



This comes amid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to upgrade supply chains into intelligent 

systems that react swiftly to unexpected disruptions. 

Enhancing digital capabilities is the top priority manufacturers should be thinking about, 

according to an expert with a global consulting firm. 

“The difference between companies that have set up an agile environment and those that 

have not will become clear at times of crisis,” Oh Sung-hoon, Deloitte Korea's Clients & 

Industries leader, told The Korea Times in an email interview. 

“The digital transition of manufacturers is an essential strategy to boost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and efficiencies.” 

Some key tasks manufacturers of today face include establishing online sales channels and 

improving the consumer experience. They must also work towards R&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can keep up with swift changes in the market, flexibility in production 

processes and staffing efficiencies. 

A digital transition can help achieve these tasks effectively, Oh said. 

“A smart factory based on a cloud system, by improving management of inventory and 

production and boosting efficiency of equipment and manpower, can contribute to heightening 

cost competitiveness and market response capabilities,” Oh said. 

Supply chain management 

Car manufacturers such as Hyundai Motor, which has key production bases in China, were hit 

as factories halted operations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in Wuhan. 

Manufacturers around the globe face production shortages, based on their dependency on 

China as a low-cost base. 

China accounts for 29 percent of global manufacturing and produces 80 percent of equipment 

needed in global automotive production. 

The virus has spread to the rest of the globe, stopping production in other regions as well, but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This has served as a wake-up call for businesses with 

supply chain management issues.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has been a difficult decision for businesses, which seek efficiency 

and cost-competitiveness. As the current structure came about over decades, changing it has 

been considered a great burden due to the associated costs. 

However, with the backdrop of COVID-19, as well as other major factors that affected 

companies here in recent years, better management of supply chains, possibly by 

diversification or re-shoring manufacturing, has become something to consider. 

“Japan's export restrictions that went into effect last July,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production disruptions based on the coronavirus have served as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stable supply chains,” Oh said. 

“Strategies for business continuity that secure alternative purchases in advance when a 

supply chain shock strikes is essential. There also needs to be review of sufficient inventory.” 

As a means to boost efficiency and reduce waste, some businesses adopted a “just in time 

(JIT) inventory” strategy by receiving goods only as they are needed in the production 

process. But this strategy has exposed businesses to vulnerabilities at times of supply chain 

shocks. 

Oh noted a reshoring strategy could also be a way to manage risk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unveil large-scale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and financial 

assistance plans to counter the crisis stemming from COVID-19. However, a re-shoring policy 

based on government funds and social consensus will not only alleviate supply chain risks for 

local businesses, but also increase jobs,” he said. 

“Fostering a local ecosystem of core industries can lea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Offline retail, travel industries 

Offline retail and travel industries are among the sectors hardest hit by the coronavirus 

pandemic. 

Department stores and discount retailers are estimated to have seen 10 percent and 12 

percent year-on-year falls in sales in the month of February. Considering the surge in 

confirmed cases came in mid-February, offline retailers are expected to see greater losses in 

March. 

Offline discount retailers and outlet malls had been seeing falling sales already, based on the 

growth of online channels. 

“We expect to see retailers boost online channels, take omni-channel strategies and 

reinterpret the role of offline stores,” Oh said. 

An omni-channel strategy is a holistic approach toward customers utilizing all channels. 

Digital transition is also an urgent task for retailers, the expert noted. 

“Retailers are already in an environment that is difficult to survive,” Oh said, “if there is no 

cycle of swift planning, design, purchasing and selling based on real-time data analysis.” 

Meanwhile, the lockdown of the global population is wreaking havoc on air carriers and other 

businesses in the travel industry that have been caught off guard by the sudden coronavirus-

triggered shock. 

“Liquidity crises for these businesses can lead to bankruptcies and they will need large-scale 

financial assistance,” Oh said. 

According to the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50 agencies filed to shut down their 

business in February, and 1,592 agencies applied for payroll subsidies. The Asian 

Development Bank estimates that the Korean tourism industry will see over 3.7 trillion won in 

losses if the coronavirus pandemic lasts for six months. 

“We expect restructuring and active M&As," Oh sai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global 

travel will recover to pre-coronavirus levels once the pandemic passes, we expect there will 

be many investors seeking to turn the current crisis into an opportunity.” 

 

 

“코로나발 공급망 위기…기업 단위 넘는 산업별 ‘오픈 공급망’ 준비해야” (한경비즈니스, 4.21) 

[커버스토리=코로나 19 가 바꾼 세계, 빅 퀘스천 5]-공급망 위기 대응, 어떻게 

-문범석 딜로이트안진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가시성 높여야 위기 대응 가능…글로벌 기업, 공급망 지도 

만들고 수시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발 충격이 심상치 않다.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만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을 일으킬 것이라던 초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고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도 급속도로 악화돼 가고 있다. 

코로나 19는 향후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역학 관계와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3월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 등 각각의 산업별 변화를 세밀하게 짚어내며 주목 받았다. 딜로이트안진에서 

리스크자문본부의 BCM/위기관리 서비스를 맡고 있는 문범석 파트너와 얘기를 나눴다.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미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변할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일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라졌습니다. 언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겁니다. 기존에는 인건비가 가장 싼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소비자가 많은 곳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로컬 공급망’으로 전환될 겁니다. 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은 시장 가까운 곳에서 제품 생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망이 새롭게 짜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어떤 상황인가요.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된 것을 넘어 ‘공급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대응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우량 기업에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합병(M&A)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를 활용해 제품의 

생산 라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위기 또한 언젠가는 정상화될 겁니다. 현재 위기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산업별로 코로나 19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특히 완성차와 

부품 제조 업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세계적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는 전 산업에 걸친 도미노식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통·여행·숙박 등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죠. 

코로나 19의 특징은 ‘사람 간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기와 가장 크게 차별화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유통을 처음 사용해 본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강세는 지속될 

겁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한다면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정치·경제적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글로벌 기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요소들이 부각될 겁니다. 국가 간 정치·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다른 

국가들과의 역학 관계가 중요해질 겁니다. 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방역 시스템 

또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위기에 봉착하겠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재평가되는 국가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이 예전보다 더 

부각될 겁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비롯해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공급망의 가시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질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형 방식의 공급망’을 

갖고 있었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공급망을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공급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질 겁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로 ‘오픈 공급망’이 갖춰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언제 또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니 하나의 체계 안에 다 같이 공급망과 관련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거죠. 국내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간에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논의와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공급망의 위기관리 체계가 잘 구축된 곳이 있나요. 

“시스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공급망 위기관리팀을 따로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 팀의 

주요 역할은 자신들의 공급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위기를 예측하며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스코는 커다란 지도 위에 각각의 공급망을 색깔별로 표시해 

두고 정보를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위기를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망이 뻗어 있는 각각의 지역마다 최첨단 기술과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예상되는 위기를 예측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약 2개월 전에 지진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대응하기도 했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시스코는 지진 발생 30분 만에 위기 경고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면서 매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떤가요.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서 대기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한·일 갈등을 겪으면서 공

급망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죠. 코로나 19 같은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위기 대응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부족하죠. 코로나 19가 국내 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 싸움’

입니다.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상정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

해 두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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