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표
* 소속업종 : ①반도체 관련 제조업 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③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④선박, 해양구조물, 조선 관련 제조업

⑤ 철강, 비

철금속 관련 제조업 ⑥기계 및 장비제조업 ⑦디스플레이 관련 제조업 ⑧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제조업 ⑪기타 제조업 ⑫비제조업
Q1) 귀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부품 수급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타격으로
기업활동(생산~판매 전 과정 포함) 과정에서 차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2) 귀사가 속한 산업 분야에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Q2)에서 ‘① 있다’를 선택한 경우 → Q3)으로 이동
‘② 없다’를 선택한 경우 → Q5)로 이동
Q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귀사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택 2)
①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 없음
② 공급망 지역적 다변화
③ 국내 부품 조달 비중 확대
④ 해외 생산기반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⑤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자체생산)
⑥ 협력사 직접 관리 및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Q4)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책 수립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택 2)
① 대책수립 위한 정보 부족
② 대책수립 위한 자금력 부족
③ 대책수립 위한 인력 부족
④ 기업 규제 등 제도적 어려움
⑤ 대책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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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택 2)
① 지역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② 통관 원활화, 보호무역 기조 완화를 위한 국가간 통상 협력 강화
③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복귀) 지원 제도 확대‧강화
④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생산시설 디지털화‧고도화 지원 등)
⑤ 기업관련 규제 완화
⑥ 기타(

)

Q6)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복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리쇼어링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정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2)
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② 노동관련 규제 완화(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③ 기업 지원제도 강화(세제혜택, R&D 지원 기간‧규모 확대 등)
④ 리쇼어링 기업 인정 기준 확대(해외사업장 감축기준 하향 조정 등)
⑤ 판로 개척 및 자원 확보 지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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