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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너지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Drilling Down: Managing the dual challenges impacting oil an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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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 산업은 다른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임원들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관리하고 , 현금을

확보하며, 효과적인 원격 근무를 위한 최신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에너지 기업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유가 붕괴입니다. COVID-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상당한

석유 수요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의 감소는 유가

붕괴를 견인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2020년 2분기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석유 및 가스 기업의

리더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출 삭감, 배당 삭감 또는 고용 동결 및 감원 등 과감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절감과 같은 즉각적인 위기

관리 외에도 에너지 기업의 리더들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 및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 장비들이 제시간에

도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료 및 특수 화학물질의 운송

차질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 인력 감소로 인한 설비 가동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어 공급망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수요가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더 많은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은 그동안 몇

번이고 회복탄력성을 증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외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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