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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이슈를 점검한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다른 발간물 확인을 원하시면 “삼정KPMG 코로나19 발간물 홈페이지”
[Clic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속에 조직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IO와 CSIO가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업무 시행 시, 비즈니스의 효과적 운영 방안

기업별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원격 업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 업무가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작동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으로 작업해야 하는 많은 직원들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VPN(Virtual Private Network), 포털 및 게이트웨이를
확장했습니까?

• 추가적으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할 주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벤더들을 파악했으며 , 이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까?

• 인프라내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 SPOF)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일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은 수립했습니까?

• 접근 권한을 완화하거나, 추가 원격 로그인 계정 혹은 자격 증명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강민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7 
minyoungkang@kr.kpmg.com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cn/pdf/en/2020/02/responding-to-crises-and-changing-consumer-behaviour.pdf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20/03/the-business-implications-of-coronavirus.html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nl/pdf/2020/services/covid-19-what-the-cio-and-ciso-can-d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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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재택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채널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 원격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 직원들이 원격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양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혹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노트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노트북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대체 액세스 솔루션(예: Office365
및 OneDrive)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 비상 기간 동안 특정 응용 프로그램만을 허용하고 , 그 외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 도입을 고려했습니까?

• 원격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비디오 및 오디오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까?

• 모든 직원과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헬프데스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헬프데스크 운영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증가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채널의 확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 패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택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채널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더 많은 고객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과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 사이트의 운영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입니까? 또한 서버 용량이

문제가 될 경우 누가 서버 용량 확장을 결정하거나 우선순위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 어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을 변화시킬지 명확한

대응 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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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주요 직원의
부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

“

”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콜센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만약

콜센터가 폐쇄될 경우, 고객과 다른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까?

•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콜센터 직원이 원격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콜센터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콜센터를 아웃소싱으로 운영할 시, 비상 상황시 대응 방안에 대해

공급업체와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까?

주요 IT 담당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경우의 대처법

IT 담당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직원의 부재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 IT 관련 업무를 소수의 직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해당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할 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소수의 핵심 관리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관리자가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절차‘가 있습니까?

• CISO가 부재중일 경우, 보안 태세와 회사의 허용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결정을 할 담당자를 선정했습니까?

데이터센터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대처법

데이터센터도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양성 확진 시에는 건물이 방역 작업으로 폐쇄될 수 있으며 ,

갑작스럽게 대중교통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의 출근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센터 중 하나가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단기간 내에 대체 사이트를 통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해당 프로세스 진행의 담당자는 선정했습니까?

• 데이터 센터 운영을 소수의 핵심 관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의존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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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스피어
피싱(Spear-phishing) 
공격을 하는 사례가
증가

“

”

클라우드 성능 확장을 위한 방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 관리할 수 있습니까?

• 클라우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또는 확장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확보할 대책이 있습니까?

특정 공급 업체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의 확인 사항

공급업체나 파트너사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급업체는 누구이며, 그 업체가 중단되거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 이러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내 자체 자원 사용과 같은

적절한 대응 조치가 있습니까?

• 주요 공급업체와 이 영향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해당 공급업체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어떤 IT 공급업체가 향후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공급업체가 운영이 중단될 경우 대체 구매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

사이버 범죄 조직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스피어 피싱(Spear-phishing) 공격을 하며 사이버

보안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대응에 대해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해 피싱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직원에게 교육했습니까?

• 클라우드 시스템을 포함해 대체 시스템 혹은 솔루션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 보안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가 있습니까?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사고 모니터링 등

보안 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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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직원 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이 완료해야
하는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

”

IT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거나 기회주의적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CIO와 CISO는 I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또한 누구나

사고 관리 매뉴얼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 물리적 접근이 제한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전략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의 핵심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주요 사고 대응 관리자 및 복구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 비상 〮 사고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되고 변경됩니까?

• 데이터 백업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최악의 경우

중요한 회사 데이터 및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 대다수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광범위한 랜섬웨어

공격 문제를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회사 자원의 활용 증대를 위한 방안

재난 상황에서는 제한된 직원 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팀이 완료해야 하는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팀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직원들이 배제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 장비를 조달하거나 추가적인 계약자 및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까?

• 보유 현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즉, 어떤 지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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