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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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장진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개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PMG
UK 에 서 발 간 한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A Checklist for your
organisation”을 한글 번역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주요 부문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사업 주요 부문을 1)재무, 2)공급망 관리 및 운영, 3)인력 관리 측면으로 구분했습니다.
KPMG는 기업 자체적으로 주요 사업 요인 및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리스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장단기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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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pdf/2020/03/understanding-the-impact-of-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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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관리 및 사업 연속성 확보 전략

Financial & 
external 
factors

Global mobility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위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 
공급망 관리, 인력 관리 측면의 리스크를 정밀히 분석해야 함

Supply 
chain & 

operations

People

Business 
impact

현금흐름
및 자금조달

재무
안정성

글로벌 무역
및 보호
무역주의

정부 · 
공공보건

산업 부문별
영향

공급업체 물류
시스템

고객
충성도와

수요
계약 재고

개인
보건관리

임직원
관리

글로벌
이동 세금

근로계약법
∙ 고용법

현황 파악
IT 환경

업무 시스템
사업 계획
및 전략

이사회
거버넌스

인력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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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Suppliers

Physical  
logistics

Customer  
loyalty anddemand

Contracts

Inventory

현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사안으로 ▲ 리스크/시나리오 확인 및 평가, ▲ 재무적 영향력 모델링과 유동성 평가,
▲ 단기적 현금 흐름 예측을 통한 여유 자금 파악을 꼽을 수 있음. 기업은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만약 향후 몇 주 동안 현금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상황이 호전될 것임

0-4
주(weeks)

1-3
개월(months)

4+
개월(months)

Observations

기업의 대응 방안: 컨틴전시 플랜 수립, 시나리오 모델링, 운영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재무 리스크 진단, 
비즈니스 회복탄력성(Resilience), 디지털 전환, 공급망 트랜스포메이션

– 중국의 생산 공장 가동 중단

–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 불가항력에 직면한
공급업체의 상황

– 입출국자 및 수출입 물류
검역 체크에 따른 지연

– 공항 및 항만의 이동 정체 및
운송 취소

– 중국에서의 아웃바운드
생산량 감소 및 생산 가격
상승

–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및 육상운송 역량 저하

– 운영과 공급망에 걸친 핵심 리스크 파악

– 위기 대처와 관리,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신속한 팀 운영 필요

– 신속한 핵심 의사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빠른 경기 회복 ▲ 글로벌 경기 둔화 ▲ 글로벌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구분해 사업적 ∙ 재무적 시나리오 계획 수립

– 항공, 해운, 육상 교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 운영과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 핵심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지속

– 인력 운영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및 평가

– 섹터별 영향력에 대한 단계적 분석

– 신속하고 가시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 파괴적 영향력을 완화하면서 디지털/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 향상된 위기 관리 실행 방안 개발 및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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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mpact

 임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까? 임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관련 문제 발생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건강, 안전 관련 리스크를 평가했습니까?

 IT 공급업체들의 피해는 확인했습니까? SLA(Service Level Agreement) 및 업무 관련 IT 시스템
지원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회사내 IT 시스템을 통해 출장 감소와 원격 근무는 가능합니까?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셨습니까? 프로젝트 마감일과 투자일정 변경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사업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사회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원격업무 지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을 어떻게 법적으로 문서화할지
확인했습니까?

 비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고객사, 임직원,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의하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

인력
가용성

IT 환경
업무 시스템

사업 계획
및 전략

이사회
거버넌스

Source: KPM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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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 external factors

 추가적 주가하락이나 자금조달 제한 상황 발생 시, 기업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당 상황 발생시 감사와 주주총회 지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정부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공급업체를 대체할 자국 내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공공보건을 위한 정부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침 준수를 확인하는 전담 부서·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공공보건 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업 제품 · 서비스의 안정성과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수요 감소가 비용·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끼치는 단계별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공급 · 수요와 더불어 재고예측, 현금흐름, 운전자본 관리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까?
 재무약정 변경 및 재융자 등과 같이 자금조달 관련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까?

현금흐름
및 자금조달

재무
안정성

글로벌 무역
및 보호
무역주의

정부 · 
공공보건

산업 부문별
영향

Source: KPM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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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 operations

 물류의 공급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물류업체와 함께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물류 공급 경로가 취소된 경우 비상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급 부족 시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검토했습니까?
 공급업체가 불가항력 조항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재고 수준을 진단했습니까? 재고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고객을 위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송 〮 배송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고객의 기대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고객의 기대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입니까? 향후 고객 경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객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경쟁업체나 다른 대체재로 인해 고객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객의 수요 감소가 장기 성장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주요 공급업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까? 

공급업체

물류
시스템

계약

재고

고객
충성도와

수요

Source: KPM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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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임직원이 계획보다 타국에 오래 체류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책상 타국에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직원을 새로운 국가로 재배치해야 할 경우, 새로운 위치에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임직원이 해당 국가에 예상보다 길게 체류할 경우, 고용인 및 고용주의 세금, 사회보장 제도
관련 의무에 대해 고려했습니까?

 직원을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경우, 고용주 등록 및 원천징수 의무사항에 대해 고려했습니까?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경비 환급 등)이 과세 대상인지
고려했습니까? 

 재택근무 중인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책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경 간
출입국

글로벌
이동

세금

근로계약법
· 고용법

Source: KPM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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