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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운영 변환(Operation Transformation) 서비스는 고객의 핵심 사업 운영의 변환을 제공한다. 팀은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를 포함한 특정 부문에서의 '사업의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에 대한 조언, 설계, 시행, 배치를 

수행한다. 시장 서비스에는 운영 탁월성 및 신흥 사업 모델이 포함된다. 기술적 사업 운영에 대한 산업 분야의 깊은 지

식과 경험에 근거해, OT 실무자들은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의 우선 순위에 접근해 고객이 성장을 준비하고, 디지털 주

제를 포용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돕는다. 딜로이트의 운영 변환 공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더 알아보려

면 저자들에게 연락하거나 더 많은 관련 글들을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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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진화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

  세계 화학 산업에 있어, 2017년은 2011년 이

  래 최고의 해였다. 산업은 인상적인 매출 성장

  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업계 마

진을 누적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충실한 현금 보유고를 기

록했고, 최종 시장은 가까운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 가

능성을 보여주는 수요 전망과 함께 회복되었다. 확실히, 지

금은 화학 기업에 있어 좋은 시절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여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

아있다. 3가지 주요 장기적 상황 전개가 화학 기업의 문을 두

드리는 듯 보이는데, 이는 만약 기업이 신속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밝혀 줄 수 있다.

 이들 중 첫번째는, FTC(Fuels-to-Chemicals) 기술(원

유/천연가스를 곧바로 화학 물질로 변환)로, 막대한 화학 

물질 수율 때문에 화학 물질 제조의 미래를 격변시킬 엄

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서, 서

로 다른 부문에 속한 기업들(삽입글, 『화학 기업의 분류』 참

조)은 서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자연적 소유주(Natural 

Owner)는 석유화학 자산과 정유 공장의 통합(더 높은 시너

지의 실현을 위해)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 기

술 기업과 합병하고, '차별화된 일반 제품(Differentiated 

Commodities)'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차별

화된 일반 제품 기업이 FTC 경로를 통해 역방향 통합을 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진화하는 고객 니즈를 만족

시키기 위해 서비스 지향적인 '솔루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솔루션 공급자(Solution Provider)는 솔루션의 포장 

방식과 가격 전략의 변경에 대한 갱신된 초점을 가지고, 차

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과 동일한 전략을 따를 수 있다. 

 두 번째 장기적 핵심 국면은, 디지털 변환으로 전 세계 

화학 기업의 많은 측면을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가진다. 고

도로 다각화된 기업들은 이미 많은 기능 분야에 걸쳐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디지털 추진계획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 

간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기업은 아마도 적절한 디

지털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고 개발

하며, 첨단 및 호환되는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고, '디지털

적으로 성숙한' 문화를 고위 리더십의 지원을 받아 가능케

하며, 최종 시장의 디지털 격변을 경계함으로써 디지털 변

환의 힘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 기술

의 성공적인 사용은 또한 기업이 범주 사이를 넘나들 수 있

게 해준다. 비록 기업이 속한 범주가 디지털 변환의 범위

와 규모를 결정할지도 모르지만, 화학 기업은 항상 디지털

의 참신한 활용을 구상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전

화학 기업의 분류

이들 장기적 국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더 잘 평가

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이전에 출간한 글인 『케미컬 

멀티버스 4.0(The Chemical Multiverse 4.0)』의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전 세계 화학 기업을 

바라보았다. 이 접근법은 화학 기업을 3가지 범주로

나눈다: 자연적 소유주(Natural Owners),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Differentiated Commodities), 

솔루션 공급자(Solution Providers). 이들 각각의 

범주는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전략적 지상 과제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자연적 소유주-대규모이며 수직적

으로 통합된-는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상 탁월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솔루션 공급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데서 나오는 차별화의 

위력을 실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집중한다.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은 고도로 파편화된 범주

에서 흥성하기 위해 공급사슬 효율성, 혁신, 비용 

최적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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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세 번째 핵심 장기적 국면은 지속가능성과 순환적 경제

와 관련 있다. 화학 기업은 최종 사용자 산업이 직면한 지

속가능성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여기서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 및 신소재의 개발과 별도

로, 화학 기업은 공급자, 규제 당국, 고객과 협업해 에너지 

및 소재 효율성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가능케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

을 개발할 수 있다-예를 들어, 화학 물질의 대여와 같은 새

로운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을 탐색하거나, 순환 경제 고

리 전체를 소유하거나, 고객과 함께 제품 및 프로세스를 재

설계하고 첨단 물질을 위한 전용 공급사슬을 수립하는 등

의 방법이 있다. 지속가능성 도전과제 해결에 대한 장벽을, 

관성으로 가로막히지 않는 시작 지점을 선택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적 소유주는 일상 운영에서 에

너지의 포착, 저장,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의 통합이 

쉽다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은 전체 순환 경제를 소유하기 위해 재생 기술과 인프

라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솔루션 공급자는 심지어 필

요한 제품, 기술, 혹은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고도 지속가

능성 문제에 대한 사전 포장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떻게 이들 3가지 핵심 장기적 국면이 전 세계 화학 

산업과 3가지 범주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

리는 본고를 통해,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또한 2030년

까지 전 세계 전체 화학 산업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큰, 이

들 장기적 국면에 대한 이치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발견하

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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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적인 접근법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성장

의 다음 단계는 이러한 장기적 국면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 산업이 여전히 순환적임을 고려해야 하는

데-강한 마진(그리고 매출)은 최종 시장의 강건한 수요 회

복을 반영한다. 핵심 장기적 국면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는 사업 주기의 속성과 관계없이, 이들 강건한 마진을 유지

하기 위한 단호한 집중이 수반될 수 있다. 비록 이들 마진

이 성숙한 최종 시장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화학 기업은 인수 혹은 분사를 통해, 주요 포트폴리오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흥성할 수 없다. 

진화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

최근의 성장이 
임박한 구조적 변화를 숨긴다  

  로벌 GDP의 성장은 긍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제조 생산은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글로벌 화

  학 무역은 기세를 탔다.1 글로벌 화학 산업은 

2017년 선적 규모 4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마진은 안정적

이고 최상위 화학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본격화되고 있다

(그림 1 참조). 단기적 성장 추세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

거가 존재하고, 많은 화학 기업 임원들 또한 산업의 미래에 

관해 낙관적이다.2 그러나 이런 추세가 중장기에도 계속될

까? 

 계속해서 GDP 성장을 능가할 전 세계 화학 산업을 향

한 현재의 트렌드는, 신흥 경제권의 중산층 성장과 전통적

인 소재의 대체에 의해 추진됐다.  그러나 몇 가지 국면이 

글로벌 화학 산업에 대한 장기적 성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중요하고 여전히 사업 전략의 핵심이긴 

글



5

그림 1

2017년은 전 세계 출하 규모와 마진 모두에서, 화학 산업에 긍정적인 해였다

참조: 전 세계 화학 물질 출하량 = 내수 판매 + 수출 – 수입. 화학 물질에는 약제가 포함되지 않음

출처: 미국 화학 위원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의 344개 상장 화학 기업의 S&P 캐피탈 IQ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전 세계 화학 물질 출하 규모 (1조 달러) 

전 세계 화학 물질 출하 규모 (1조 달러), 2007-2017

최상위 화학 기업에 대한 마진 분해 

전년 대비 성장률

총 마진 EBITDA 마진 EBIT 마진 순 마진

에너지-가격이 주도한 

산유랑 증가 < 배럴 당 50달러

유가 > 배럴 당 100달러

에너지-가격이 주도한 

산유랑 증가 < 배럴 당 60달러 

'멀티버스' 접근법이 화학 산업의 현재 상태에 관해 밝혀준 것

전에 출간된 기사, 『케미컬 멀티버스 4.0(Chemical Multiverse 4.0)』에서, 우리는 전 세계 화학 기업들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분할 접근법을 소개했다. 간단히 말해, 화학 산업은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된다: 가용한 재무적 자원과

그 재무적 자원을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그 두 가지다. 이는 우리가 칭한 뚜렷하게 구분되는 4가지 전략적 

집단을 제시한다: 전략적 리더, 강력한 대안, 중간 지대, 제한된 대안. 각 집단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앞의 두 집단이 재무적으로 강건하고 큰 규모와 범위를 가지는 한편, 뒤의 두 집단은 더 적은 재무적 자원을

보유하고 상대적인 낮은 사업 실적으로 인해 고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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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

그림 2

케미컬 멀티버스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크게 변화했다

참조: 2012년에는, 총 251곳의 전 세계 화학 기업들이 고려되었고 한편 2017년에는, 344곳의 화학 기업들이 고려되었다. 

비율은 각 범주에 속한 화학 기업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출처: S&P 캐피탈 IQ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제한된 대안 강력한 대안중간 지대 전략적 리더

비록 이들 4가지 전략적 집단의 비율 구분(각 범주에 속한 화학 기업의 숫자 관점에서)이 2017년에 크게 변했지만, 

이들 각각의 집단의 전반적인 재무적 실적은 상승해 왔다. 예를 들어, 전략적 리더와 강력한 대안 기업들을 합친 숫자가

 2012년에는 모든 기업의 49%를 구성했지만, 2017년에는 21%로 하락했다. 이들 기업 집단은 '재무적 자원 가용성' 및 

'재무적 이익' 측면을 따졌을 때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다(2017년을 2012년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주목할 핵심 트렌드는 

재무적 자원과 이익의 가장 큰 증가가 전략적 리더와 강력한 대안 기업이 아닌, 중간 지대와 제한된 대안에 속한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강한 기업이 반드시 더 강해지지는 않는 반면, 약한 기업이 화학 산업을 계승하기 시작하고 있음

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범주 간 실적의 상대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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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진화하는 사업 모델, 새로운 특권

  은 요인들이 대부분의 화학 기업들을 사업 '핵

  심'으로 귀환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적어도 단

  기에서 중기적으로는 그러하다.3 그들은 사업을 

너무 벌리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초점을 맞춘 제품 라

인, 서비스, 부문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주행동주의, 이는 기업이 핵심 자산과 사업

에 재집중하도록 강제한다.4 정부의 반독점 견해, 이는 기

업이 합병 후 지역 전반에 걸쳐 자산과 운영을 분리 매각하

도록 강제한다.5 비용 합리화, 이는 특히 일반 제품 및 다각

화된 화학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매출 대비 이익 둔화도 

그 이유 중 하나다.6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화학 기업들을 진화하는 사업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연적 소유주,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솔루션 공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새로운 강령으로서 추가된 고객 가치 창출과 함께, 이

들 3가지 범주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3가지 전략적 방향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적 소유주는, 대부분이 국가 

소유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기업인데, 운영 탁월성

과 지속적인 개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또한 다

른 고객 부문으로의 핵심 제품 제공을 탐색한다. 반면, 솔

루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특출난 차별화의 위력을 실현

하는데, 이는 실체를 가진 제품을 실체가 없는 서비스와 결

합해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솔루션으로 만드는 데서 나온

다.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은 자연적 소유주와 솔루션 공

급자 사이 어딘가에 놓인 전략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비록 하나의 전략 궤도에만 집중하는 화학 기업은 존

재하지 않지만, 기업의 전략적 경로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접근법은 존재한다. 그 지배적인 접근법에 기반해, 우리는 

화학 기업을 이들 3가지 범주로 구분하려 시도했다(그림 

3 참조). 본고의 나머지 부분에서, 3가지 핵심 장기적 국면

에 대응한 이들 3가지 범주의 전략적 긴급 과제를 논할 것

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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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

그림 3

3가지 근본적 사업 모델이 전 세계 화학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다 

출처: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의 344개 상장 화학 기업의 S&P 캐피탈 IQ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순
이

익
[1

,1
6

0
억

 달
러

]

순고정자산[7,450억 달러]

솔루션 
공급자 

기업의 숫자와 
매출 총액 

기업의 속성 핵심 초점 영역 

6% 고정자산, 11% 순이익 

시스템 통합자/강력한 기능적 가치 제공

고체 및 액체 화학 물질보다 

솔루션의 판매에 집중
연결된 고객 경험

공급사슬 효율성

일반 제품이 고체 및 

액체 물질임에도,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의 즉석 제공

혁신/R&D 리더십

경쟁 모니터링

디지털 기술 리더십

비용 최적화

거시경제 모니터링

자산 그리고/혹은 생산 용량의 활용

공급사슬 효율성

기술 리더십

비용 리더십

거시경제 모니터링

보호된 틈새 시장 확보 혹은 

흥망하는 주기의 반복

자본 효율성과 가능한 

영역에서 기술적 리더십이 필요

강력한 우위를 가진 원료 공급자 

지위를 소유/접근성 확보

저비용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산업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

32% 고정자산, 31% 순이익

대규모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혹은 우위가 있는 위치를 점유

62% 고정자산, 58% 순이익

한정된 용량의 일반 제품,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제품, 

파생 및 특수 화학 물질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자연적 소유주

솔루션 공급자
30

1,430억 달러

288
8,000억 달러

26
3,000억 달러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자연적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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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건너 뛴다-그 결과 화학 물질 생산의 막대한 수율 개

선을 이룬다. 예를 들어, COTC 기술은 배럴 당 40-80%

의 화학 물질 생산 수율 개선을 이뤄-일부 기초 화학 물질

에서 막대한 생산 역량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7 현

재, COTC 공단은 주로 중국과 중동에서 등장하고 있다(그

림 4 참조).

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많은 첨단 제조 기술들이 서서히 화학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의 규모와 범위를 바꾸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중

요한 기술은 FTC(Fuel-to-Chemicals) 기술로, 이는 

COTC(Crude-Oil-to-Chemicals) 및 OCM(Oxidative 

Coupling of Methane)과 같은 기술들을 범주 아래에 포

괄한다. 이들 기술은 원유 혹은 천연가스의 화학 물질로의 

직접 변환을 가능케 해, 정제 혹은 가스 공정의 일반적 단

FTC(Fuel-to-Chemicals): 
화학 물질 생산 뒤에 숨겨진 미래를 
추진하는 잠재적 힘

그림 4

2015-2018년 동안 발표된 COTC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과 중동 지역에 위치한다

출처: HIS 마킷(HIS Markit)

-- 2025

20

40

16

8

4.3

10.4

2.8

1.5

1.5

2.8

1.1

0.5

11.4

26.6

11.0 2019

3.45 Q2 2019

20.020

프로젝트
올레핀 

생산 용량

(Mta)

정제 용량
(Mta)

지역
투자 금액

(10억 달러)

파라자일렌

생산 용량

(Mta)

헝리
(Hengli)

제지앙 
페트로켐
(Zehejiang 

PetroChem)

헹이(부루나이) 
PMB 정유-
석유화학

(Hengyi-Brunei)
(PMB 

Refinery-
Petrochem)

쉥홍 정유 및 
통합 석유화학
(Shenghong

Refinery
and

Integrated
Petrochem)

사우디 
아람코

-SABIC JV

중국

중국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9

(화학 물질 

총생산량)

1단계: 
2018.12

2단계: 
2026

2018.11

예상 
가동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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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그러하다.10 비록, 정유-석유

화학 통합의 전통적인 경로가 FTC 공단과 직접적으로 경

쟁한다고 해도, 양쪽 모두가 지역의 공급원료 가용성, 생

산 공정의 경제학, 최종 시장의 수요 역학, 소유 구조에 기

반해 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그림 5에서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전략적 긴급 과제를 고려

해야 한다. 지금 현재, FTC는 무거운 기초 화학 물질에 대

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로 추구된다-파라자일

렌(paraxylene)과 같은 수입 방향족 물질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말이다. 2030년

까지, 더 많은 FTC 공단이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

(propylene)과 같은 가벼운 올레핀(olefin)의 생산을 향해 

경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지역의 원료 공급 상황과 자본-효율성 패러다임에 달

려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통합된 석유-가스 기업이 더 

많은 시장 지배력을 이전보다 과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

면 그들이 이미 원유 및 천연가스-FTC 기술을 위한 핵심 

원재료-분야에서 확실한 지위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단 건설의 동기는 석유화학 분야의 미래 연

간 평균성장률이 대략 4% 정도로 예상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듯 한데, 한편 운송용 연료의 평균성장률은 더 낮

은, 대략 1% 수준이 예상된다.8 이런 이유로, 주요 통합 

석유-가스 기업들을 포함해, 재무적 능력을 가진 많은 기

업들이 아마도 화학 물질 생산을 위한 FTC 경로를 추구할 

듯하다.

 FTC 기술과는 별개로, CTO(Coal-to-Olefin), MTO(M-

ethanol-to-Olefins), PDH(Propane Dehydrogenation)과 

같은 다른 기술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이미 상업적 규모

로 구현되었고 화학 물질 생산 및 무역에 있어 지역적 역학

을 재정의하는 중인 듯 보인다. 하지만, 화학 물질 생산을 

향해 FTC 경로를 채택한 소수의 몇몇 기업만으로도, CTO, 

MTO, PDH와 같은 기술은 옆으로 밀려날 수 있다. 

 석유화학 생산 용량 증가 및 활용에 대한 FTC의 효과

는 2025년 이후에야 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까지, 전통적인 경로를 통한 주요 활동기업들의 몇몇 용량 

추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생산 용량 구축 지연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9 또한, 정유-석유화학 통합 트렌드가 증가하

진화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

그림 5

화학 기업은 첨단 제조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범주 전략적 긴급 과제 목적

COTC/OCM 기술에 투자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정 기술을 획득

적절한 전략적 이동을 실행

'차별화된 일반 제품' 분야로 진출

기존의 정유 시설을 석유화학 

자산과 통합

기본 화학 물질의 점유율 상실 

위험을 완화

원료 공급 의존도 축소

완전한 시너지의 실현

탁월한 차별화 유도

적절한 전략적 이동을 실행

기존 및 새로운 고객 모두에게 맞춤

원자재 공급원의 다각화

COTC/OCM이 개별 화학 물질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역방향 통합의 수행

더욱 서비스 지향적인 '솔루션' 

접근법 채택

COTC/OCM이 개별 화학 물질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연적 소유주와 통합된 

석유 및 가스 기업과 

장기적인 공급 계약 추구

대안적인 가격 전략 고려

자연적 소유주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솔루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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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디지털 변환: 
제조업 운영부터 조직적 프로세스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하기

  지털 기술은 현재 화학 기업에서 제조 운영, 공

  급사슬 및 물류, R&D, 영업 및 마케팅, HR 과

  정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그림 6 참

조). 효율성의 차세대 전선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사용의 

잠재력을 제시하는 일회적인 증거는 이론적으로-끝이 없

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저주' 때문에 고생해 왔

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빨리 디지털 노력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법석대며 투자를 진행했지만 그저 

디지털 투자에 대해 빈약한 이익 혹은 충분히 빠르게 이뤄

지지 못한 이익만을 보았다.11 그 결과는 디지털 추진계획

의 궁극적인 축소와 제안된 디지털 투자의 삭감이었다.

 한편, 일부 화학 기업은 디지털 노력에 대한 대규모 투

자를 피해왔는데-이들은 '너무 조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

다. 대부분은 디지털 추진계획에 대한 그들의 밋밋한 투자

의 원인으로, 디지털 관련 확실한 경영 사례의 부재와 고위 

임원진의 미지근한 지원을 포함한 몇 가지 장벽을 이야기

한다.12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학 기업이 두 가지 극단의 사이

에서 동요하지 않고 디지털의 위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적절한 운영 모델의 채택을 통해 디지털 추진계획을 수용:

 디지털은 서로 다른 화학 산업 부문에 서로 다른 기회

 와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만약 특수 

 화학 기업이 더 높은 자산 활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디

 지털에 투자하는 대신, 디지털을 활용해 신제품을 만들

 어 내고/내거나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성공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화

 학 기업은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와 시장 준비 수준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운영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 디지털 인재의 채용과 육성: 화학 분야 노동력의 미래

 는 점점 더 조직 내 디지털 기술의 이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은 더 민첩한 노동력을 유치

 하는 가능자로서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화

 학 기업이 고도로 기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 육성, 유

 지하게 해준다.

  · 첨단 디지털 기술에의 투자: 이들 기술은 현재 시스템

 의 기능들을 더 잘 통합하고 향상시킨다. 화학 기업은 

 획일적인 ERP 시스템 구조에서 실시간 가시성, 더 높

 은 수준의 연산 능력,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인공

 지능과 머신러닝을 포함한 첨단 애널리틱스 역량을 가

 능케 하는 더욱 통합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의 지원을 받는 '디지털적으로 성숙한' 문

 화 형성: 주요 증거가 디지털적으로 성숙한 조직이 직

 원들이 계산된 리스크를 수용하고, 민첩해지며, 더 잘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문화를 가진다고 시

 사한다.13 화학 기업의 고위 리더십은 그러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 또한 미래 디지털 추진

 계획이 IT 혹은 디지털 기능부서 대신에 점점 더 고위 

 경영진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

 가 있다.14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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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들은 또

 한 최종 시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격변과 어떻게 

 이것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 디지털 격변을 주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을 활용:

  화학 기업은 디지털이 가장 큰 가치를 추가해 줄 수 있

 는 새로운 영역(예. 고객 교류)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

 게 그들이 디지털을 이용해 핵심 사업을 더욱 강화(예. 

그림 6

화학 기업에서의 디지털 변환 사용 사례

출처: 케미컬 위크 매거진(Chemical Week Magazine)의 『디지털 변환: 화학 산업을 인터넷 시대로 이동시키기(Digital transformation: Bringing chemicals 

into the internet era)』. 2016년 10월, 서플라이 체인 브레인(Supply Chain Brain)의 『일부는 오래되고, 일부는 새로운: 다우가 물류 계획에 S&OP를 적용하

다(Something old, something new: Dow applies S&OP to logistics planning)』, 2012년 12월. 스티븐 J. 에젤(Stephen J. Ezell)과 로버트 D.앳킨슨(Robert 

D. Atkinson)의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고성능 컴퓨팅의 치명적 중요성(The vital importance of high performance computing to US competitiveness)』, 

ITIF, 2016년 4월. 칼 플럼(Karl Plume)의 『몬산토의 기후 기업이 디지털 농업 플랫폼으로 확장하다(Monsanto’s Climate Corp to expand digital farming 

platform)』, 로이터(Reuter), 2016년 8월 자료에 근거한 딜로이트 분석.

애플리케이션 설명기업 결과

제조 과정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혁신 및 

신제품의 개발

공급사슬의 

니즈를 전망

고객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창조

다각화된 

글로벌 

화학 물질 

복합 기업

글로벌 포장 

소비재 기업

다각화된 

글로벌 

화학 제조기업

화학비료 기업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특수 

분석 소프트웨어에 입력.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과거 운영 데이터를 고려

경영 영업 & 운영 계획

(ES&OP) 도구를 가동, 

이는 운송 서비스의 

필요성을 몇 달 앞서 예측

제품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HPC)의 

활용을 개척

실시간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앱을 채용하고 

예측적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농작물의 산출량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농부들이 

영리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운송업자와 제3자 물류 

서비스 공급자에게 물류 

요구 사항을 달마다 제공

HPC를 이용해 

자사 제품의 구성을 

분자 수준에서 수정

유지보수 가동 중단 시간을

예측

전담 운송 장비의 필요성 

축소를 통해 상당한 비용

을 절감하고 운송 선단 관

리를 최적화

제품 설계에 관련된 

단계 축소

압도적인 성공, 

현재 9,200만 에이커

(미국 농지의 1/3 이상)의 

경작 농지가 이 기업의 

안내를 따르고 있음

그렇지 않았으면 

실패했을 제품과 연관된 

시장 리스크의 최소화

유지보수와 생산 프로세스 

간의 최적화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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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과 오류를 줄이고 비

용을 절감하게 해줄 수 있다. 한 화학비료 기업은 자사의 

농작물 보호 상품을 (일기 예보, 농작물 산출량, 종자 및 비

료 등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앱 혹은 웹

사이트)과 묶어서, 이를 농부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그

림 7 참조).

 디지털 기술이 화학 기업이 범주를 뛰어 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예를 든 페인

트 및 코팅 물질 기업은 분명히 증강현실의 힘을 활용해 자

신을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에서 솔루션 공급자로 변환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은 기업의 사업 모델 변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변환 노력의 진전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특정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디

지털 격변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은 디

지털 변환에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객의 기

대치에 부응하거나 능가하기 위한 초점을 가지고 말이다. 

예를 들어, 어느 페인트 및 코팅 물질 기업(예. 차별화된 일

반 제품 기업)은 증강현실의 힘을 활용하는 몰입적인 매장 

경험을 활용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페인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한 정수 처리 기업(예. 솔루션 공급자)은 자

사 고유의 맞춤화된 IoT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기업 고

객들을 위해 용수의 질을 모니터하고, 그에 따라 고도로 맞

춤화된 솔루션을 '실적에 따른 지불' 모델에 기반해 공급

할 수 있었다. 유사하게, 공급자, 합작 투자 협력사, 자회

사, 상품/기술 공급사들 전반에 걸친 거래를 관리하기 위

한 블록체인의 활용은 자연적 소유주가 모든 이해관계자

그림 7

어떻게 화학 기업이 디지털 기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가?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범주 미래 디지털의 주요 사용처현재 디지털의 주요 사용처

자연적 소유주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솔루션 공급자

운영 효율성과 자산 활용도의 증가

모든 기능에 걸쳐 사업 운영을 

통합하고 동기화

신제품과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시뮬레이션

신규 화학 공장 건설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체 공급사슬을 디지털화

실적에 따른 지불 모델과 같은 

새로운 고객 중심 모델을 실행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수집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수립

생산 매개 변수의 최적화와 

자산 성능의 향상

생산 및 운영 전반에 걸친 비용 

리더십의 향상

첨단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해

이사회에서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어떤 기술적 혹은 영업 지원 없이도

직접적인 대량 판매를 가능케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수립

고객이 직면한 문제의 파악을 돕고 

상응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능케함

다수의 IoT 데이터 피드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통합해 

고객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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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든 것이 활용되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순환 경제 

*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최소 폐기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증가한 제품 수명의 장점 혹은 재활용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임.

출처: 라파엘 쿠치니엘로(Raffaele Cucciniello)와 다니엘 세스피(Daniele Cespi), 『화학 산업에서의 재활용: 순환 경제 시대(Recycling within the chemical 

industry: The circular economy era)』, MDPI, 2018년 5월. 내셔널 아카데미 프레스(National Academies Press), 『화학 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거대한 도

전과 연구의 필요성(Sustainability in the chemical industry: Grand challenges and research needs)』, 2006. 세픽(Cefic),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협력

(Teaming up for a sustainable Europe)』, 2014. IEA, 『석유화학의 미래(The future of petrochemicals)』, 2018 자료에 근거한 딜로이트 분석.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화학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조하기

  상적인 지속가능한 실무 관행은 최소한의 폐기

  물, 고도로 효율적인 에너지 흐름, 지속적인 재

  료 재활용과 재사용이 이뤄지는, 닫힌 고리에 

가까운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만약 이를 대규모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복제한다면, 이는 거의 모든 것이 사용되고 아

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순환 경제로 변하게 된다(그림 8 참

조). 진정한 순환 경제의 미래 구상에는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 물질의 최소화된 역할, 유독하지 않은 생체 기

반 물질과 재생 에너지의 더 큰 공헌, 재활용 및 폐기물 처

리 과정의 제거,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이 수반된다.15 순

환 경제의 이러한 구상의 실현은 순재료의 상당한 절약부

터 더 높은 수준의 혁신 및 일자리 증가까지 수많은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16

이

물질 효율성 탄소 발자취 완화

열 회수 및 에너지 

효율성 기술

촉매

폐기물-화학 물질 연합

IoT/디지털, 

3D 프린팅의 사용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소비재 및 산업재의 재사용

첨단 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료 전환

재생 가능한 

원재료와 공급 원료
탄소 저장과 격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안적 에너지원

공급 원료로서, 

CO2의 활용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포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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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도전과제의 해결뿐만 아니

라 또한 새로운 기회의 포착에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CO2 배출 감소와 차량 연료 경제성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부가 신차에 경량 화학 물질 및 소재를 더 많이 포함시키

도록 이끌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 기업이 건물을 '더 스마

트하게' 만들려고 매진할 때, 그들은 또한 더 친환경적인 

건설 자재를 포함하려 노력하고 있다.20 포장 분야는, 포장 

소재의 자연 분해와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21 발전 및 전송 분야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과 같

은 재생에너지원의 성장이 더 많은 태양광 셀 소재의 생산

과 풍력 발전기 날개의 더 많은 복합소재 사용으로 이어지

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많은 최종 사용 산업들이 그런 수준의 순환 경제에 도

달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다양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결

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17 진화하는 규제와 소비자 행동

주의는 많은 최종 사용 산업들-그리고 심지어 일부 정부까

지-이 이들 도전과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만

들고 있다.18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

입 금지(2017년 발효)는 이미 선진 경제(유럽과 미국)권

이 재활용률을 높이고, 더 나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기제

를 수립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타 정책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9

  화학 기업은 여기서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최

모빌리티의 미래: 화학 산업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

모빌리티의 미래와 연관된 변화가 계속해서 가속될 거라는 상당한 근거에 기반할 때, 이런 상황이 뭔가 점진적이거나 

선형적인 상황으로 잦아들거나 안착할 가능성은 낮다. 사회적 변화, 연결성, 스마트 소재, 디지털 기술과 같은 융합 중인 

트렌드들이 사람 및 상품이 이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는데-세계가 지난 1세기 동안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화학 및 소재 기업에 있어, 이는 광범위한 운송 산업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모빌리티의 미래 각각의 중요 차원-공유 운송, 자율주행차, 전기차-은 화학 및 

소재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딜로이트의 분석(스콧 코윈[Scott Corwin] 외, 『변화의 힘: 모빌리티의 미래』)은 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주행공유 

서비스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총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 차량의 활용률이 크게 높아져 동시적으로 차량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지적한다. 장려책이 경량의, 고도로 에너지 효율적인 공유 차량 선단을 중심으로 맞춤 

제공될 것이다. 중합체 및 합성물질 솔루션이 오래가면서도 가볍게 제작된 소재를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이끌 것이다.

가장 지속가능한 유형의 운송 수단 중에 전기차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리드와 묶이게 된다. 두 기술 모두가 화학 및 

특수 소재 분야의 제품을 필요로 하고, 이에 의해 발전될 것이다. 그러한 사례에는 첨단 배터리 소재, 고전압을 견디도록

가공된 열가소성수지 커넥터, 첨단 합성수지 버스 차체, 풍력 발전기 날개를 위한 특수 코팅재, 전기차 탑승객을 

(비록 드물지만) 배터리 팩 고장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화 섬유 등이 있다. 물론, 소재의 전체 생애 주기 분석과 같은

 지속가능성 접근법은 소재의 생산과 처분 과정에서의 원재료와 에너지 투입에 관한 완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공정 산업의 참여자로서, 화학 및 소재 기업은 오랫동안 총재료비 및 에너지 전환 비용의 절감 목표를 가지고 

기술 연구에 투자해 왔다. 이들 동일한 기량과 투자를 소재와 공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모빌리티의 미래에서 3가지 모두의 변화(공유 사용, 자율주행, 전기화)는 운송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혜택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가장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결합할 조화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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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천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의해 밝혀지는 기회

를 포착하기 위한 관심의 수준은 범주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화학 물질 제품에 대한 노출도가 큰 자연

적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할 동기가 

낮을 가능성이 큰데, 그들의 차별화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부 자연적 소유주가 만일 화장품과 다층 포장 

필름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지속가능성'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및 거의 모

든 솔루션 공급자들이 지속가능성에 의해 밝혀진 기회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할-그리고 더 낮은 관성

을 가질-가능성이 더욱 크다. 

고 있다. 이처럼, 화학 물질과 소재의 역할은 현재의 기능

성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주요 최종 시

장에서의 장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수요 성장의 새로운 원천에 대응하는 화학 

기업들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시한다(그림 9 참조).

 2030년까지, 더 엄격한 건강, 안전성, 환경 규제 표준

이 최종 사용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신제품, 공정, 기

술을 혁신하고 구현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

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성장 동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더 창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더 나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많은 여성 

관리자들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이 그러하다.22 

협업 혹은 '컨소시엄' 접근법-화학 기업이 중심에 위치한-

그림 9

지속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화학 기업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세픽(Cefic), IEA, 딜로이트

다음과 같은 
신기술에 투자...

낮은 성숙도 높은 성숙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에 참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화학 물질 및 

소재를 개발...

다음을 가능케 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IoT 관련 시스템

CO2와 같은 폐기물 

가스로부터 에너지를 

획득, 저장, 사용

재활용 기술

바이오 기술로 

가능해진 화학 합성물

화학 리스와 같은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탐색

전체 순환 경제 

고리의 소유

고객과 함께 기존 제품 

및 공정을 재설계 

첨단 소재에 대한 전담 

공급사슬의 수립

생물 기반 및 재생가능 

공급 원료, 그리고 

저비용의 생물플라스틱 

및 생물연료

새롭고 더 효과적인 

촉매와 생물촉매

가벼운 신소재, 

새로운 배터리 기술

고반사 코팅, 

첨단 단열 소재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분배

비료와 작물 보호 

약제의 효율적인 이용

정교한 막 및 

여과 시스템의 사용

포장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재를 

포함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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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위해 대비하기

그림 10

장기적 전개의 잠재적 영향에 직면한 화학 기업들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가지 장기적 전개에 대한 노출도와 상대적 준비도

  의 관점에서 각 범주의 최고 기업들을 빠르게 평가

  한 결과는 몇 가지 분명한 트렌드를 밝혀주는 듯 보

인다(그림 10). 첫째, 자연적 소유주는 FTC 기술에 가장 많

이 노출되어 있고 지속가능성에 의해 밝혀진 기회를 활용

하는 데 가장 준비가 덜된 듯한다. 둘째, 차별화된 일반 제

품 기업은 지속가능성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더 혁신적인 

해결책에 대한 떠들썩함이 더욱 요란해짐에 따라 지속가

능성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3

가지 모든 장기적 전개에 관해 중간 수준의 준비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셋째, 솔루션 공급자는 디지털 변환의 차세대 

물결에 가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고객들

과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강조한 3가지 장기적 전개에 대한 전략적 대

응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다. 이들 범주의 

화학 기업이 인식하는 이러한 전개의 혜택에 따라,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또한 달라질 것이다. 딜로이트의 2018 석

유, 가스, 화학 산업 설문조사에서, 화학 기업의 임원들은 

혁신, 지속가능성, 첨단 기술을 최상위 전략적 우선순위

로 나열했다.23 이는 좋은 소식인데, 이들 전략적 우선순위

가 여기서 논한 3가지 주요 장기적 전개에 대응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단지 명확한 전략적 목표의 보유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화학 기업은 이들 장기적 전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기 충분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신들

을 위치시켜야 한다. 이런 위치 선정은 지속적인 인수 혹

은 분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에 대

한 갱신된 초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위치 선

정은 경제적 하강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상승기 동

안의 이익 창출 기회를 최대화하기에 충분하도록 자신들

을 강건하게 만드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

3

장기적 전개

FTC(Fuel-to-Chemicals)

디지털 변환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잠재적 영향 준비 수준 잠재적 영향 준비 수준 잠재적 영향 준비 수준

자연적 소유주

(2030년까지) 잠재적 영향과 준비 수준

차별화된 일반 제품 기업 솔루션 공급자

매우 높음 보통높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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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점을 가지고, 화학 및 특수 소재 분야의 고객들을 지원한다. 그는 대형 다국적 기업 및 스타트업 모두에서의 27년 간의 화

학 산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J. 쿰프(Robert J. Kumpf)는 딜로이트 컨설팅 LP의 스페셜리스트 이그제큐티브로, 전략, 혁신, 선도적 기업의 변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화학 및 특수 소재 분야의 고객들을 지원한다. 그는 대형 다국적 기업 및 스타트업 모두에서의 27년 간의 

화학 산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샌디판 몬달(Sandeepan Mondal)은 딜로이트 서비스 LLP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제조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전반에 걸

친 사고자료 개발과 산업 및 시장 연구에 8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말

본고에 대한 딜로이트 독일의 볼프강 팔터(Wolfgang Falter)와 라리사 스크워블리스(Larissa Skwirblies), 딜로이트 컨설팅 인

도 유한회사의 크리슈나 벤카테쉬 라그하반(Krishna Venkatesh Raghavan),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앤드류 슬로터(Andrew 

Slaughter)와 디렉 판크래츠(Derek Pankratz)의 공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화학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긴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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