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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는 리더십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CEO들에게 수개월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숙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미 여러 측면에서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비즈니스, 사람들이 팬데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 받고 있으며, 이들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제 확실한 단 한가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복잡한 세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KPMG는 글로벌 유수 기업 CEO들을 인터뷰했습니다. 1차 인터뷰는 2020년 

1월에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우선순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차 인터뷰가 2020년 7월~8월에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는 CEO들에게 미래 전망과 함께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인터뷰 대상 CEO들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연초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 전망과 실적 예측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CEO들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들은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전사적 과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리더가 자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임직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EO들은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신 CEO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중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이번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PMG에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Foreword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roughout this report, “we”, “KPMG”, “us” and “our” refer to the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operating under the KPMG name and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or to one or more of these firms 
or to  KPMG International. KPMG International provides no client services. No member firm has any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KPMG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firm vis-à-vis third parties, nor does KPMG International have any such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any member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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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CEO들의 의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KPMG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이전인 2020년 1월~2월에 1,300명의 CEO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CEO들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315명의 CEO를 대상으로 7~8월에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CEO의 주요 우선순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인력관리와 새로운 업무 현실

원격 근무로 인해 잠재적인 인력 풀 규모가 확대되면서 채용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은 단기적인 사무실 공간 재배치와 

미래의 업무 환경에 대해 검토 중

리스크 우선순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공급망 리스크’와 ‘지역주의 회귀’를 넘어 ‘인력관리 리스크’가 기업 성장에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

디지털 전환 가속화

CEO들은 대규모의 디지털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시기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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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three key themes emerged from this year’s survey, which we characterize as Purpose, Prosperity and Priorities.올해 설문조사에서는 “Purpose”, “Prosperity”, “Priorities”의 세 가지 키워드가 주요 테마로 등장했다.

Purpose
보건 및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CEO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목적의식이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업 목적의 재정립

연초 77%의 CEO는 자사의 주요 목표가 기업의 

목적이나 사회를 지향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조사에서 

CEO의 79%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에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감에서 행동으로

39%의 CEO는 코로나19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55%는 

팬데믹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을 위한 노력

2020년 1월 조사에서 CEO의 65%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조사에서 CEO의 81%는 인종차별 방지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Prosperity
CEO들은 위기 대응 및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역경 속 성장

최근 조사에서 CEO의 32%는 장기적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연초와 비교해 볼 때 더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80%의 CE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업의 디지털 운영 

측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보고 있다. 30%는 현재의 디지털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고 답했다.

변화하는 리스크 요인

‘인력관리 리스크’는 2020년 1월 조사보다 11계단 

상승해 장기 성장을 위협하는 1순위로 떠올랐다.

CEO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있다.

ESG의 중요성

71%의 CEO는 코로나19로 개선된 기후 변화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5%는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가 향후 5년 내 CEO 직위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의 업무 방식

응답자의 77%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디지털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툴 구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73%는 원격 근무가 인재 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고객 중심의 공급망

67%의 CEO는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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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응답자의 79%는 코로나19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업과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CEO들은 

리더십과 개인적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에 대한 도전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거대 기업의 CEO들은 사회∙경제 측면에서 

목적과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역사상 유례없는 이 순간을 헤쳐 나가려 하고 있다. CEO들은 공감과 인간애를 앞세워 직원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롭게 도래할 현실에 맞춰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다.

기업 목적의 재정립

2020년 연초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의 CEO들은 자사의 주요 목표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벗어나 사회적 목적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분의 1 미만(23%)이 기업의 전사 목표가 협소한 ‘주주 가치 추구’에 있다고 

봤으며, 54%는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초점을 맞춘 보다 넓은 목적 지향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22%는 

자사의 주요 목표가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CEO들이 위기 상황에서 직원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사 중 하나인 NatWest Group의 CEO인 Alison Rose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적이 

고객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목적은 고객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취약 고객과 NHS(영국 국립보건서비스) 직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전용 회선을 

구축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취약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선제적인 연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Alison Rose는 “리더는 모두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극 참여하고 공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설명하며 “모두가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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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 CEO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이후, 기업의 목적에 대해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낌

기업의 목적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기업의 목적의식은 CEO의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 설문에 응한 CEO의 79%는 팬데믹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기업의 

목적에 대해 더 많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가져온 파괴적 영향들로 인해 많은 

CEO들은 현재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9%의 CEO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의 기업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감에서 행동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CEO들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보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CEO들도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상 문제 직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CEO의 39%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CEO들은 팬데믹에 대한 지식·정보 및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CEO 중 단 4%만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55%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식을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변경했으며, 40%는 대응 

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의 정서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기업의 목적이 이해관계자들

(직원, 고객, 투자자, 협력사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모두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리더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리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극 참여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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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2: CEO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변경했는가?

Zurich Insurance Group의 CEO인 Mario Greco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CEO의 

관점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Zurich Insurance Group은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자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을 판별하는 검사를 제공했다. Mario 

Greco는 “팬데믹 위기 상황의 리더십은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토대로 둔다. 건강·보건상 문제가 있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팬데믹 위기는 직원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리더들은 일터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대다수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한다.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ote: Sums to 99 percent because of rounding.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식을 완전히 변경함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방식을 변경함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전략을 상당 부분 변경함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직원의 정서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

개인적인 경험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18%

35%

40%

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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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up for equality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 found that CEOs were increasingly prepared to personally lead the 
way in tackling society’s major challenges. Around two-thirds (65 percent) said that the public is 
looking to businesses to fill the void on socie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76 percent said they 
had a personal responsibility to be a ‘leader for change on societal issues’. 

During the pandemic, there are numerous examples of compani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ir country’s response, from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for front-line workers to financial 
contributions. At Hellenic Petroleum — one of Greece’s largest refiners and traders of petroleum 
products — CEO Andreas Shiamishis had a number of priorities when it came to addressing the 
pandemic, including protecting his workforce, operational continuity and working capital. However, 
supporting society as it dealt with the crisis was also a major focus.

As a starting point, Hellenic Petroleum made a significant financial donation to Greece’s national 
health system, with the monies earmarked for much-needed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But as well as its financial donation, Hellenic’s actions also strengthened the country’s ability to 
deal with the crisis. “We were nearly the only organization that from day one was focused on 
the testing of COVID,” he says. “In early March, we had already placed orders for very efficient 
testing equipment. By importing them early, we doubled the country’s capacity for tests.” He sees 
this contribution as critical to cementing the strong bond between Hellenic and its communities. 
“We supported local communities through disinfection programs and various health and medical 
support initiatives,” he explains. “All in all,this reconfirmed our contribution and re-enforced the 
strong bond between our company and the community.”   

 

  

Andreas Shiamishis 
CEO 
Hellenic Petroleum

76 percent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y had a personal 
responsibility to be a leader for change on societal issues

76%의 CEO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평등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에 방역 프로그램과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회사와 지역사회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CEO들은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한 CEO의 65%는 대중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6%의 CEO는 기업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선 근로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부터 재정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리스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 Hellenic Petroleum의 

CEO인 Andreas Shiamishis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인력, 사업 지속성, 운영 자본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한편, 사회적 지원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 지원을 위해 Hellenic Petroleum은 그리스의 국가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기부금은 의료 장비 및 기타 의료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장비 확보에도 노력했다. 

Andreas Shiamishis는 “2020년 3월 초에 이미 효과적인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발주했고, 조기 수입을 통해 국가의 

진단 역량 강화에 공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프로그램과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며 

“기업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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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Vestberg 
Chairman and CEO 
Verizon Communications

1

2

3

81%의 CEO는 자사가 인종차별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 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CEO들은 차별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5월 25일 George Floyd 사망 이후 반인종차별 시위가 확산되자 81%의 CEO가 인종차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통신기업 Verizon Communications의 Chairman & CEO인 Hans Vestberg가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자사의 접근 방식, 전략, 리더십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Hans Vestberg는 “여러 지역에서 근무해 보았기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은 나의 리더십 철학 중 하나이며, 자사 철학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Verizon Communications는 인종 평등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에 1,0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Hans Vestberg는 “만약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강한 입장 표명을 견지하는 

것이 기업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인종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고객 기반과 구성원은 다양하며, Verizon Communications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인종차별 조치와 성과 목표를 연계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정성·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다양성과 반(反)인종차별 조치를 도입한 CEO가 해당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한 상위 3개 영역

성과 관리 

기부 등 외부적 활동 

연대·포용(Allyship) 교육 등 협력 활동 

       인종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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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32%
37%

32%
29%

26%
45%

23%
22%

55%
17%

16%
67%

역경 속 성장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CEO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응답자의 32%는 향후 

3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올해 초보다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있지만, 

자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CEO의 17%만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감소했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즉, 

CEO들은 자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rt 3: CEO의 향후 3년 글로벌·국가·산업·회사의 성장에 대한 올해 초 대비 확신 정도

설문조사에서의 질문: 성장 전망 측면에서 연초와 비교하여 향후 3년간 다음 항목에 대한 확신 수준을 표시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Prosperity

글로벌 경제 성장을 확신하는가?

자국의 성장을 확신하는가?

자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을

확신하는가?

자사의 성장을 확신하는가?

확신 감소

(Less confident)

확신 유지

(Remained the same)

확신 강화

(More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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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Hasker 
President and CEO 
Thomson Reuters

3%53%22% 21%

75%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CEO는 향후 3년 동안 자사의 비즈니스 성장 전망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확신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CEO들이 자사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CEO가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자 주요 성장 동력은 디지털 가속(Digital  Acceleration)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거리 유지로 인해 온라인 상거래가 보다 더 활용되면서 기업은 변화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CEO의 75%는 코로나19가 디지털 고객 경험 생성을 가속화했다고 답했으며, 22% 이상이 “디지털 변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예상보다 몇 년을 앞지르고 있다”고 답했다.

Chart 4: 디지털 소비자 경험에 대한 가속화 진행

‘디지털 혁신’은 이미 Thomson Reuters의 성장 전략과 운영 모델의 핵심 사항이었다. CEO인 Steve Hasker는 고객의 태도 

및 행동 변화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설명했다. Steve Hasker는 “고객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큰 변화가 있었다”며 “클라우드 또는 차세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저항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라졌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불과 3~4

개월 만에 3~4년 동안 해야 할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몇 년을 앞지르며 빠르게 발전

몇 개월을 앞지르며 빠르게 발전

예전과 비슷한 속도로 발전

발전 속도 저하

Steve Hasker 
President and CEO 
Thomson Reuters

3%53%22% 21%

75%

       클라우드 또는 차세대 디지털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저항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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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A. Goodburn, Global Head of Advisory, KPMG International, points out that as well as driving 
customer-focused growth, digital technologies are a critical element of resilience — allowing, for 
example, greater operational flexibility in the face of disruption. “We can see tha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their investment in digital transformation to future proof their businesses,” he says. 
“CEOs continue to scrutinize how to digitalize operations and how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erve as accelerators in customer experience and employee engagement.” 

The challenge for organizations is to focus efforts and investment on the areas that are capable 
of generating the most long-term value, while avoiding those areas that might just prove to be a 
short-term reaction to the pandemic. When we asked CEOs to name the greatest challenge they 
have faced in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the biggest issue was ‘lack of insight into future 
operational scenarios’. Companies need to understand whether a COVID-related change — such 
as shifting customer behaviors — is evidence of a permanent trend that is emerging rather than 
just a temporary effect of the pandemic.

Shifting risks
As they plan their path to long-term growth, business leaders recognize that there have been new 
challenges to contend with during the lockdown. A potential second wave of COVID-19 in their 
key markets would likely deepen these concerns, with further adverse consequences in terms of 
retaining key employees, hiring talent and keeping their workforces productive.

In January, CEOs ranked talent risk behind 11 other risks to growth. However,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talent risk has risen to be named as the most significant threat to their businesses 
ahead of supply chain, the threat of a return to territorialism and environmental risk (see Chart 5).

Supply chain risk has accelerated up the agenda from its ninth-placed posit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 it now occupies second place as a major strategic threat. Even before COVID-19, 
supply chain risk was in the spotlight as a result of increasing volatility, be it trade tensions or 
extreme climate-driven events. However, the pandemic has brought this issue into even sharper 
relief, as organizations desperately sought to maintain supply chain continuity in the midst of 
worldwide lockdowns.

Building resilient, flexible supply chains — ones that can withstand shocks and offer the agility 
to pivot to new opportunities — will be critical for organizations to drive growth and build a 
competitive advantage post-COVID. This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a world where CEOs 
are aware that increasing territorialism — which is their third-placed risk today — could make 
the transfer of goods both more difficult and more costly. We look further into this issue in the 
‘Customer-centric supply chain’ section.

Mario Greco 
Group CEO 
Zurich Insurance Group

KPMG International의 Global Head of Advisory인 Mark A. Goodburn은 디지털 기술이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목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 운영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Mark A. Goodburn은 “기업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CEO는 운영의 디지털화와 기술진보가 

고객 경험 및 직원 참여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의 과제는 팬데믹으로 야기되는 단기적인 문제들을 피하는 동시에, 가장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CEO에게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를 조사한 결과 ‘미래 운영 

시나리오에 대한 통찰력 부족’이었다. 기업은 고객 행동 변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변화가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추세인지 파악해야 한다.

변화하는 리스크 요인

기업의 리더들은 장기적인 성장방향을 계획하면서, 이동제한 기간 동안 맞서야 할 새로운 도전들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은 이러한 우려를 심화 시키고 핵심 직원의 유지, 인재 채용 및 직원 

생산성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조사에서 CEO들은 기업 성장에 대한 12개의 리스크 중에 가장 낮은 순위로 인력관리 리스크를 지목했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인력관리 리스크는 공급망 리스크, 지역주의로의 회귀, 환경·기후 변화 리스크를 앞서며 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했다.

공급망 리스크의 경우 2020년 연초에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 중 9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역 분쟁이나 기후 관련 문제 등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충격에 견디고,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조직이 성장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재 리스크 순위 3위에 오른 지역주의 회귀가 상품 이전을 더 어렵게 하고,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CEO가 알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 내용은 ‘고객 중심의 공급망’ 섹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위기 속에서 리더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과제는 건강·안전 이슈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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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5: Changing threats to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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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5: 기업 성장의 리스크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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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International의 Global Head of Clients & Markets인 Gary Reader는 주요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인적 또는 인력관리 리스크가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 위기 모두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Gary Reader는 “올해 CEO Outlook 보고서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CEO들이 인적 및 운영상의 리스크에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지정학적, 세무적 이슈와 운영 및 규제적 난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CEO들은 

직원 및 전문 인재 유치가 미래의 비즈니스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리더들이 직원들의 

정신적 안정, 신체적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관리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CEO가 현재와 장기적 미래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 오늘날 CEO는 인재 양성이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현실에서 번성할 조직을 구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변화하는 고객 행동 및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새로운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다. 운영 모델의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 기술 향상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임직원의 의지와 적응력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전자 및 세라믹 제조업체 중 가장 성공적인 업체로 평가받는 Kyocera Corporation은 재능 있는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고유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Kyocera Corporation의 Chairman인 Goro Yamaguchi는 일본의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이자 경영 사상가인 Kazuo Inamori의 직원 중심 철학이 1959년 Kyocera가 설립된 이래 60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직에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Goro Yamaguchi는 “회사 설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에게 Kyocera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 철학은 ‘전 직원의 물질·지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경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Kyocera 철학은 세계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Goro Yamaguchi는 “우리는 항상 ‘함께 

살기’라는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일해 왔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1970

년대부터 유지해온 공존 대상에는 세 가지 ‘사회, 세계, 자연’이 있다. 기업은 사회 및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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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 Reader, Global Head of Clients & Markets, KPMG International, points out that while major 
risks have not disappeared, human or talent risk has assumed new importance in what is both a 
humanitarian and economic crisis. “This year’s report highlights that human and operational risks 
have been given greater priority by senior executives as a result of the pandemic. Geopolitical, tax, 
operational and regulatory challenges have not ceased to exist, but CEOs recognize that losing key 
employees and attracting specialized talent can have a critical impact on future business performance. 
Many leadership teams are concerned about the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of their staff, but also 
recognize that unless they manage this properly, growth will likely be stunted.” 

Managing talent risk requires that CEOs both focus on the now and the long-term future. Today, CEOs 
are acutely aware that talent will be key to driving long-term growth and building an organization that 
can thrive in a new reality. New digital talents will be needed to meet changing customer behaviors 
and needs. As automation of the operating model accelerates, upskilling and reskilling will be critical 
for people’s employability and effectiveness. To build a new organization, people’s willingness to learn 
continuously and their adaptability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attributes. Developing new learning 
content — and delivering it virtually — will be a critical step.

At Kyocera Corporation — an electronics and ceramics manufacturer that is one of Japan’s most 
successful companies — a determination to focus on talented employees is second nature and 
underpins a unique management philosophy. Chairman Goro Yamaguchi explains how the employee-
centric philosophy of the company’s founder, Kazuo Inamori, a celebrated Japanese business leader and 
management thinker, still permeates the organization today, over 60 years on from Kyocera’s founding 
in 1959. “Our founder Kazuo Inamori came up with the ‘Kyocera Philosophy’ soon after the company’s 
founding, and has been disseminating this philosophy to all employees from when the company was still 
small up to the present day,” he explains. “The philosophy is based on our management rationale, which 
i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material and intellectual growth of all our employees, and through our 
joint effort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and humankind’.” 

By focusing on people, Kyocera fulfills its wider role in the world. “We have always valued the idea of 
‘Living Together’ and working not only for ourselves but for the world,” he says. “There are three types 
of co-existence — with society, with the world, and with nature — which we have been maintaining 
since the 1970s. A company cannot continue to exist without co-existing with society and with nature.” 

 

 

Goro Yamaguchi 
Chairman 
Kyocera Corporation

      우리는 항상 ‘함께 살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CEO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사회적 기여와 같은 ESG와 관련된 

사항을 경영의 필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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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중요성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CEO의 조직운영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 더불어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CEO들은 ESG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대한 CEO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적, 인도주의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현재의 조직 운영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후 관련 리스크가 CEO의 조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질문에 3분의 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진이 기후변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KPMG Global Head of Corporate Affairs인 Jane Lawrie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ESG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첩한 대응력을 보인다면, 기업이 향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현재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EO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직원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리는 데 집중했다”며 “대부분의 CEO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사회적 

기여와 같은 ESG와 관련된 사항을 경영의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Priorities
Leaning in to ESG 
The pandemic has created what will be a career-defining economic challenge for most CEOs. Given the scale 
of that challenge, many were worried that chief executives would be forced to relegat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themes. However, our research shows that CEOs are still very 
much engaged with this issue, and in particular the ‘S’ of ESG. Close to two-thirds (63 percent) said that their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caused their focus to shift to the social component of their ESG program.

That is not to say that CEOs are being deflected from the ‘E’ of ESG. Chief executives are more than aware 
that climate change also offers a significant economic and humanitarian threat over the coming decade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rebuild organizations in a way that supports a new and sustainable economy.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take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many believe that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is key to their own job security and long-term legacy. When we asked CEOs 
whether it was likely that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will be a key factor in them keeping their job over 
the next 5 years, close to two-thirds felt it was indeed likely.

For Jane Lawrie, Global Head of Corporate Affairs, KPMG International, the continued focus on ESG during 
the pandemic —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dimension — reflects the fact that driving performance 
in these areas is key to demonstrating the power and impact of an organization’s purpose. “CEOs have 
responded to the COVID-19 crisis by putting even more focus on purpose, helping to signpost to employees 
and stakeholders why their company exists and how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world at large,” she says. 
“The survey shows that CEOs are prioritizing efforts across the ESG agenda as a real business imperative, 
with societal actions coming up alongside the environmental plans.”

Priorities

 The survey shows that CEOs are prioritizing efforts across the 
ESG agenda as a real business imperative, with societal actions 
coming up alongside the environmental plans. 

Jane Lawrie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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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ro Salsano 
President 
Salsano Group

1 “El Warren Buffett de Centroamérica”, Forbes, 2 April 2019.
2 Toward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Consultation Draft, WEF, January 2020.

‘중앙아메리카의 워런 버핏’1으로 불리며 최첨단 기술에서부터 명품(luxury goods)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약 

1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Salsano Group의 President인 Sandro Salsano 또한 이번 위기가 지구와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지금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Sandro Salsano는 “ESG는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Salsano Group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물과 영양분만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아파트형 시스템인 

수직 농장(Vertical Farming)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에도 새로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양성평등 문제와 같이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EO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변화에 강하게 투자하고 싶어 한다. 응답자의 71%는 팬데믹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앞으로는 환경 개선의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지배구조적 개선 사항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다보스에서 열린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WEF의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은 ESG 

평가 지표와 기업 공시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2 WEF가 주도하고 Bank of America, KPMG를 

포함한 Big 4 회계·컨설팅 법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업의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립했다. 해당 지표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 

성과를 ESG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65%의 CEO들은 향후 5년간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가 조직을 운영하

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SG는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양성평등 문제와 같이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hart 6: CEO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디지털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격 근무가 잠재적인 

인력의 활용을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사무실 공간을 

축소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직원들과의 의사 소통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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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 69% 68%

Nhlamu Dlomu 
Global Head of People

 KPMG International 

미래의 업무 방식

코로나19는 많은 조직의 업무 방식을 한순간 바꿔 놓았다. 그동안 논의만 되었던 재택근무가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의 77%는 코로나19가 업무 방식을 바꿈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3%는 원격 근무가 잠재 인력의 활용을 확대했다고 응답했다.

KPMG Global Head of People인 Nhlamu Dlomu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CEO들에게 미래의 업무방식과 관련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Nhlamu Dlomu는 “기업 조직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더 유연한 협업을 수행하고, 더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개선된 사항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신뢰 강화와 다양한 인력관리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CEO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명확한 목적과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프로세스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은 미래의 조직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력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CEO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과감하고, 냉정하게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인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CEO의 67%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33%는 직원 업무 능력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20년 초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래의 업무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CEO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고객 중심의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CEO들이 공급망 재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CEO의 67%가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CEO가 어떻게 자사 공급망을 재설계할 것이며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들 CEO가 공급망 재편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민첩성 확보’로 나타났다. 

Chart 7: CEO들이 자사 공급망 재편을 고려하는 이유 

복잡한 공급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내 복잡성 및 비용 절감,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 확보, 자동화 및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공급망 내 네트워크의 민첩성 확보 등 공급망 전반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Global Head of People 

Source: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Chart 7: Reasons CEOs are rethinking their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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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centric supply chain 
In terms of the future operating model, supply chains have also been hard hit: 67 percent say they have had to rethink their global supply chain. However, CEOs 
are using this opportunity to ask how their supply chain can becom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new reality that emerges. When we asked CEOs to say 
what was driving this supply chain re-evaluation, the top-ranked reason was to ‘become more agile in response to changing customer needs’ and ‘pressure from 
governments to bring production closer to home’ was second from bottom (see Chart 7). 

Many companies, particularly those with complex supply chains, were likely focused on continuity issues and managing ongoing uncertainty and disruptions. 
However, as they look to the future, a number of areas are expected to become critical: stripping complexity and cost out of supply chains, building end-to-end 
visibility, investing in automation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and building agility into the network of suppliers an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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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성 확보

자연재해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 대한 유연한 공급망 구축

생산시설의 자국·인접지역 복귀(Production closer to home)에 대한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압력

공급망 위험 노출 최소화

생산시설의 자국·인접지역 복귀(Production closer to home)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압력

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 절감 및 현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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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사회에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 

또한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CEO는 자사에 대한 임직원과 고객, 커뮤니티로부터 신뢰가 구축·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의미 있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 포괄적인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일부 기업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적으로 전환하여 이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CEO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주도하여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영역을 조정해야 한다. 팬데믹 시대에 기업의 목적이 가지는 힘이 더욱 분명해졌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CEO가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Prosperity  

산업계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 행동 변화 양상을 포착하고, 새로운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조직들은 데이터와 시나리오 모델링 작업을 통해 시장환경의 주요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상당수의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기존 

IT 시스템이 가지는 복잡성과 부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노력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꼽아왔다. 

아직 이 같은 도전과제는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직들은 클라우드 기술과 애자일 테크닉(Agile Techniques)을 활용하여 

조직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에 함께 집중하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이 자사 인력 기반을 재검토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을 구축할 적기이다.

Priorities 

CEO들은 녹색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나타난 기후변화의 

호전 상태가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례 없는 위기 발생으로 기업들은 자사의 회복탄력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환경·기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분야를 강화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목적 

지향적인 브랜드와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를 점차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은 ESG 가운데 특히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E’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거대 글로벌 위기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이 강한 기업인지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ESG 리포팅 프로그램을 견고하게 구축한 

기업이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급망을 갖추는 것은 물론, 미래에 필요한 인재와 관련 역량에 초점을 둔 

적절한 인재전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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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s 
for the 
new reality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CEO는 장기적인 방향성과 결과를 고려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CEO는 임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직면한 

동시에 기업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공급망 재설계에 대한 의사 결정 또한 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CEO들이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하여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이자 인도주의적 위기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CEO들은 임직원과 고객, 사회 전체를 최우선적

으로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뛰어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정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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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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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acknowledgments 
KPMG 2020 CEO Outlook은 글로벌 경영진이 향후 3년간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올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글로벌 CEO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고, CEO들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CEO들의 핵심 의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KPMG는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체감하기 직전인 2020년 1~2월 CEO 1,3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CEO 315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CEO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의 응답자 모두 연간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연간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매출액 5억 달러 미만의 기업은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설문조사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등 11개국의 CEO가 참여했으며,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은 은행,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테크놀로지, 통신, 소비재·유통, 생명과학, 

제조, 보험, 자산관리 등 11개 주요 핵심 산업입니다. 2차 설문조사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8개국의 CEO가 참여했으며, 앞서 언급한 핵심 산업에 속한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위해 도움을 주신 다음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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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Shiamishis, CEO, Hellenic Petroleum

Hans Vestberg, Chairman and CEO, Verizon Communications  

Goro Yamaguchi, Chairman, Kyocer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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