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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at Risk:
Crisis Management!
위기에 강한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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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기와 함께 살고 있다
위기라는 단어는
인간 개인의
육체적·정신적인 면에서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위기(Crisis·危機)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Krinein’
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간 개인의 육체적·정신적인 면에서부터 기업이나 국가의
정치·사회 체제,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지난 수천 년간, 자연계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위기)들이 종종 발생했고,
그에 적응하지 못한 다양한 생명체 종들이 멸종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몰락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은 인간의 사회적 생태계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시대에 따른 자연계의 생물체 위기
2,500

생
2,000
명
체
의 1,500
다
양 1,000
성
지
500
수
0

47%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한 자연계 종의
급격한 멸종
57%

50%

•시대에 따라 예기치 못한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다양한
생명체가 멸종했다.

84%
47%

•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문명, 국가, 기업 등
크고 작은 모든 조직에서 발견된다.

지질학 연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리아 비스 루리아 데본 석탄 페름 이아스 쥐라
캄브 르도
실
라
트
오

대
기
백악
신생

21세기 위기의 특징
최근 들어, 과거의 경험이나 확률 분포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위기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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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1세기의 위기는 글로벌 경영의 보편화,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

21세기 위기는
‘동조화’, ‘가속화’ 및
‘상호연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급사슬의 확대로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조직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동조화)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테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속도가 가속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기술·지식의 융·복합화, 정보기술(IT)의 발달 등으로 자원과
역량을 공유, 교환하는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공급사슬 범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분산되어 발생한 돌발 상황이 조직의 피해로
연결(상호연관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핵심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소임이 자명한 상황이다.

21세기 위기의 특징

화재, 폭발

화학물질 유출
DAMAGE

정전
AFFECTED

지진

AI, SARS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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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D

빈도 증가

•과거에 비해 재해, 재난 사고 증가 추세

다양화

•사업다양화, 기술발전 등으로 다양한 유형 사건
및 사고 발생

대형화

•지진, 정전, 화학물질 유출, 신종인플루엔자 등
피해 규모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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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를 통한 복원력 확보
위기관리(Crisis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핵심 요소는 복원력
(Resilience)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nagement)의 핵심 요소는 어떤 상태에서 위기를 감지했을 경우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고 신속히 평상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복원력(Resilience)이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재구성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능력인 복원력은 위기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위기 발생에 따른 조직 운영 활동 수준
업무 가동률 100%

평상시

대응 기간

복구 기간

회복 기간

Normal Operations

Response Period

Response Period

Restoration Period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비상 대응
(Emergency
Response)

허용 가능한
최소 업무 가동률

사업연속성계획(BCP) 시행

Emergency Damage
Response Assessment

IT 재해복구(DR) 계획 시행

0%

Hour ‘0’

복구 시작

복구 완료

공공 부문의 선진 위기관리
9.11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발생한
비효율과 교훈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가
진행되었다.

위기관리를 통한 복원력 확보는 업무 중단 없이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공 부문으로 초점을
확대하면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해당 기업과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 부문 위기관리의 실패는 복합 재난의 형태로 국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통합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뉴욕시와 주정부, 연방정부 간 실타래처럼 얽힌 관할권은
9·11 테러 대응 과정에서 극심한 비효율을 드러냈으며 각 단체 간
비상 시 사용하는 주파수조차도 서로 상이해 효과적인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는 위기관리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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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종류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국은 모든 종류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NRF)를 국토안보
대통령훈령(HSPD)-5호에 의거해 수립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s·NIMS)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NRF는 현존하는 최고의 공공 부문 선진 위기관리
체계로 평가된다.

2007년 8월 1일 출근길 아침,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35W Bridge
Collapse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왕복 8차로의 교량(I-35W Bridge)이 붕괴되어 120여 대의 차량과
160여 명의 탑승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미국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5분 만에 첫 구조대가 도착했으며 추락한 149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81분이었다(사망자 13명).
이는 미국 NRF 및 NIMS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IMS에 따라 정부 지원하에 평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4일간의 가상현장대응지휘훈련(Virtual Incident
Command Training)과 긴급대응센터로의 지휘 체계 일원화가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했던 가장 주요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가상현장대응지휘훈련을 통해 시 공무원 4,0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00명이 훈련을 수료해 비상 시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상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 발생 15분 만에 긴급대응센터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용이했으며 경찰, 공중보건, 소방관, 재무,
미디어 담당관 등이 긴급대응센터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긴급대응센터의 지휘는 시장이나 주지사가

긴급대응센터 지휘는
재난현장대응지휘관이
수행한다.

아닌 재난현장대응지휘관(Incident Commander)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시장이나 주지사는 위기 대응이 아닌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 경험과 대응 능력을 갖춘 재난 전문가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한다.
이러한 사전 대응 훈련과 위기 시 현장 전문가에 의한 일원화된 지휘
체계로 대변되는 미국의 선진 위기관리 체계는 실행력 있는 복원력
확보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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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확보를 위한 5대 전략 요소
위기관리 관점에서 개별 조직은 생명체와 마찬가지이다. 복원력 확보
전략은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조직의 복원력을 구성하는 5대 요소는 조직
체계, 인적자원, (물리적) 인프라, 외주업체(3rd Party), 그리고 회사의
위기관리 문화이다.

조직 체계
(Governance)

인프라
(Infra)

인적자원
(Human
Resource)

외주업체
(3rd Party)

위기관리 문화
(Culture)

Governance
집단지성(Swarm
Intelligence)에 기반을
둔 조직 체계로 인해
위기관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2013년 4월 15일에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3명의
사망자와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보스턴 지역 위기관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한 대표적 사례이다.
보스턴 경찰국은 매사추세츠 주방위군과 함께 테러범을 102시간
만에 검거했으며, 그 후 테러범 수사는 보스턴 연방수사국(FBI) 담당
수사관이 총괄했고, 데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응팀과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긴급 의료 지원팀은 현장
치료부터 환자 이송까지 완벽할 정도로 협력해 부상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기 때문에 사상자 수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위기관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집단지성(Swarm Intelligence)’에 기반을 둔 조직 체계 덕분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연구소와
공공보건대학에 의해 발표되었다. 집단지성은 개미 등 곤충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하버드대 연구팀이 말한 ‘집단지성’이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관리자가 상호 협력하에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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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인적자원의 탄력성을
강화해 위기 상황
초반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복원력 확보 전략을 도입하고 각종 대체 시설, 인적 대응 체계, 관련
매뉴얼 등으로 대변되는 외형적 인프라를 확충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행력 부족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원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재무적 손실
규모를 축소,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의 물리적 인프라[대체업무시설
확보·IT 백업센터 구축·공급망(Supply Chain)의 안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 인프라 확보는 복원력
전략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행력 있는 복원력을
확보하려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탄력성(Human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첫 발사 시의 미세한 떨림에 의해 낙하점이 크게
변하듯 위기 상황 초반에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적자원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Infra
인프라(Infra) 영역은
인적자원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성공적인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위기관리를 통한 복원력 중 인프라는 건축물·시설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장비, IT 등으로 구성되며 복원력 확보를 위한 매뉴얼이나
업무 복구 계획서도 인프라의 한 요소로 포섭될 수 있다.
비교적 다른 요소에 비해 잘 갖추어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인적
부분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사적 복원력을 확보해야 성공적인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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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arty
외주업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연속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용 절감,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사 전체 업무
중 외주업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외주업체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1년 3월 진도 8.8 규모의 지진이 동일본을 강타했을 때,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이 전혀 없었던 제너럴모터스(GM), 애플(Apple),
보잉(Boeing),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의 미국 기업이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공급사슬 연쇄 피해의 대상이 된 점에서도 위기 발생으로
회사의 핵심 업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주업체 서비스를
정의하고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Culture
위기관리의 문화 확산이
사전에 체득되지
못한다면 비상 시 사전에
의도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자연 앞에서는 무너졌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위기관리 시스템뿐만이 아니었다. 자연과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닌 대응 주체의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아사히신문사 계열 AERA 기자인 오시카 야스아키(大鹿靖秋)는
‘멜트다운’이라는 책에서 “노심(爐心)이 녹아내린 것은 원자력발전소만이
아니고, 도쿄전력은 물론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 은행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녹아버렸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멜트다운(Meltown: 노심이 핵연료 과열로 인해 녹아내리는 현상)된
것은 원전의 노심만이 아니다. 원인 제공 기업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
책임을 져야 하는 경제산업성 관료들, 원자력위원회와 보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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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도쿄전력에 대출해주고 경영이 위태로워지자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 는 일에만 필사적인 은행원들, 미증유의 국난을
당했음에도 제정신으로 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정쟁으로 나날을
보낸 정치가들, 그들 모두가 멜트다운 되었다.”
아무리 잘 구성된 조직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최종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위기관리의 문화 확산이 사전에 체득되지
않는다면 다른 복원력 관련 요소들이 비상 시 사전에 의도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IMS 기반의 정부 지원으로 가상현장대응지휘훈련센터
가 미국 전역에 걸쳐 마련되어 있어 현장 밀착형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Deloitte는 기업의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접근 방법론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Analyze) 단계에서는 기업의 위기관리 현황, 관련 위기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핵심 업무(Mission Critical Activities·MCA)를
정의하고 핵심 업무 복원에 필요한 자원(Resources)을 파악한다.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현황 자료 및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전략 요소 중 조직 구조를
확립하고 관련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 문서화한다.
구현(Implement) 단계에서는 필요 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행을 통해 위기관리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후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한다.

Deloitte Crisis Management Methodology
분석

개발

구현

위기대응 전략 수립

위기대응
현황 분석

복구 필요
자원 확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 위기대응 계획

위험 요소
분석
건물 /
사업장

업무 영향
분석

교육 및
문화 확산

위기대응 / 복구 전략
핵심 장비

IT 시스템

인력

외주업체

모의 훈련
위기대응 체계 검증
지속적 개선 /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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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실행력을
위기관리 능력은 생존을
넘어 경쟁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여라
불확실성, 혼돈으로 대변되는 21세기 경영 환경하에서 위기관리는
더 이상 선택적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은 비단 조직 구성원의 생존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의 한 축으로서 향후 조직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 요건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조직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5대 전략 요소인 조직 체계(Governance),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 외주업체(3rd Party), 문화(Culture)적 측면이
고려된 위기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부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
체계의 확보만이 성공적인 복원력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①

②

④

INTRODUCTION T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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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676-1923 E. chunhoyang@deloitte.com

July 2014 No.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