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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Generation:

검은 백조의 존재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Crisis in 21C: 21세기의 위기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불상사 등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반드시 옳지는 않으며, 과거의 사건을 아무리

위기(Crisis, 危機)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를 뜻하는

순식간에 세상에 전파되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의

함께 살고 있다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그리스어의 ‘Krinein’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는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0년대에 들어 과거의 경험이나 확률

시사한다. 또한 최근 잇따르는 테러, 2008년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한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분포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더욱 자주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다.

아니라 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주변에서

출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인

2차적인 피해 또한 기업가치(EV)를 훼손시키기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천 년간, 인간과 자연계의

면에서부터 기업이나 국가의 정치·사회 체제,

때문에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위기의 포인트가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글로벌

역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위기)들이 종종 발생해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상황의

다양해졌다.

경영의 보편화, 정치적·종교적 쟁점 심화 등은

왔고, 그에 적응하지 못한 다양한 생명체 종들이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14년에 딜로이트와 포브스가 실시한

20세기까지는 가능했던 관찰과 경험에 의존한

멸종했듯이,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최근 21세기 경영 환경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조사(2014년, Global Reputation Risk Survey 2)는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은 백조(Black

수많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몰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위기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위기 자체의

기업 전략을 위협하는 최우선 요인으로서 평판

Swan) 로 현실화되고 있다.

빈번히 발생했었다. 1970년대의 포천(Fortune)

속성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위기를 거론했다. 평판은 기업가치의

검은색을 띠는 흰색의 새라는 상반되는 어휘에서

500대 기업 중 60%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위기의 다양화 측면에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2012년,

알 수 있듯이,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하에서 내외부 위기에 신속하고

전통적인 재무 관련 위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세계경제포럼) 이에 직결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모두 백조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지적재산권, 환경 법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바로 경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경영 의제

흰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발견된 백조가

보장받을 수 없다.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IT)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두 흰색이었기 때문이다. 검은 백조의 발견을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통해 이 용어는 경험상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한다” 는 찰스 다윈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말은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현상들을 뜻하는 경영학 용어가 되었다.

생태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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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1세기 위기의 특징
Global Synchronization

•글로벌 경영 보편화로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글로벌 공급망 확대, 국경과 사업 영역을 건너뛰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동조화 추세 심화

그림 1. 위대했던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70년대의 포천 500대 기업 중 60%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Rapid Speed
•위기가 현실화되는 속도와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며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됨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위기의 충격이 광속으로 확산되고 있음

포천 500대 기업

500대 기업
중 거의
50%가
존재하지
않음

500대 기업
중 거의
33%가
존재하지
않음

1970년대
출처: INSEAD,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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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90년대

500대 기업
중 60%가
존재하지
않음

Interconnectivity
•산업의 융·복합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으로 기업 생태계 범위가 확대되고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가 증가
•위기관리 요소 및 복잡성 증가

현재
출처: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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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딜로이트 위기관리 통합 프레임워크

또한 최근 경영 환경 변화로 위기의 본질적

직접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경영 의제 중 하나이며,

측면에서 글로벌 동조화, 광속 확산, 상호 연계성

궁극적으로는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 내의 모든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21세기의 위기는 글로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경영의 보편화, 인터넷 기술의 발달, 글로벌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영 체계의 확대로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위기가 비단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조직의 활동에

아니라 시장과 고객이 위기 시에 보여주는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글로벌 동조화)을 미치고 있다.

모습을 기업의 진면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테러,

위기 발생 시의 대응은 기업 조직의 대처 능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시험하는데,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험과

전파와 모멘텀이 급속화(광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회가 공존하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지식의 융·복합화,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조직은 오히려 평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인해 자원과 역량을 공유, 교환하는 생태계가 전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세계적인 종합

세계로 확장되면서, 분산적으로 발생한 돌발상황이

헬스케어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영자 스스로가

조직의 피해로 연결(상호 연계성)되는 특징을

대응을 선도해 제품 회수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보이고 있다.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으로써 그 강력하고 조직적인

이러한 21세기 위기의 특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응력이 회사의 명성을 향상시켰다. 위기는

기업의 위기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효과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기에 만들어진 기존의

대처로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대응 체계로는 동조화되고

딜로이트는 21세기형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딜로이트 위기관리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업무 처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일 또는 시간

확산되며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기관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및 복구까지의 ‘위기관리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대응해야 할 경우도 많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법론(Crisis Management Methodology)을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딜로이트의 종합 컨설팅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통해 정의하고 있다.

역량을 집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이며, 이를 통해

한다는 강한 압박이 생긴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위기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는 위기 발생 이전의 ‘준비 과정’을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의식하고, 명확한 지휘명령 계통에 필요한 충분한

딜로이트 위기관리 방법론의 라이프사이클은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발생 이전의 ‘준비 단계’와 위기 발생 후 ‘신속 대응

내외부의 정보를 입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프로세스’, ‘복구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관리 방법론 중 ‘준비

위기 발생 시 특히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가 생소한

단계’에서는 기업의 위기 대응 상태에 대한 진단과

경우에는 기업의 자체 처리 능력이나 전문적인

이에 따른 개선, 모의 훈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위기 대응에

딜로이트의 위기관리 방법론 중 ‘신속 대응

필요한 정보의 식별, 입수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특히 CMO(Crisis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Management Offic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위기 상황하에서의

CMO는 딜로이트의 위기관리 분야의 종합 컨설팅

Crisis Management in Deloitte:
위기관리의 진면목(眞面目)
딜로이트 일본의 자국 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 실태조사 결과, 위기 발생 시에 직접적인
3

관련 부서에서만 대응이 이뤄지고 전사 관점에서
위기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즉 사업부 등 기능별
부서에서만 대응하고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위기 대응 체계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바로 경영자가

26

A catastrophic, unforeseen incident
or a series of event that jeopardizes
the critical assets, reputation, and/or
financial standing of an organization or
community.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핵심 자산이나 평판
또는 재무적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단일 사건 또는 여러 단일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

위기 발생 시,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른 신속한 초기 대응 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위기 확산을 방지

위기관리
라이프사이클

평상 시 현황 진단 및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위기 발생 시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

Readiness
Design and
Implementation
Services

딜로이트 위기관리
통합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Assessment
Services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
영역

Crisis Event

Crisis Readiness
Assessment
(위기 대응 현황 진단)

Simulation
Exercises

Crisis Management
Program
(위기관리 체계 수립)

Tabletop Exercise
(도상 훈련)

Contingency Planning
(비상 대응 계획 수립)

Full Crisis Simulation
(전사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

위기 종료 후 정상적
업무 활동(Business as
Usual)으로의 복구를 총괄

Response

Recovery

Real Time
Response

Post Crisis
Response

Real Time Response
(초기 신속 대응
절차 수립)

Post-Event Reviews
(사후 검토)

Crisis Management
Office (위기 대응
총괄 조직 구성)

Post-Crisis Recovery
Office (업무 복구 총괄
조직 구성)

Crisis Communications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24x7 Monitoring (24x7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Strategic
Risk

Regulatory
Risk

Operational
Risk

Financial
Risk

Cyber
Risk

출처: Deloitte Center for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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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MO 서비스 운영 개념도

Crisis Management Office Guiding Principles

Indicative Example:
이사회
(Governance)

경영진
(Oversight)

단순 의사결정 그룹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실시간으로 위기 상황을 재구성해 경영진 및 필요 담당자와 공유

내부
어드바이저리

단기 신속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조정

현업 부서
(위기 발생 부서)

경영진, 위기관리팀, 위기대응팀 및 기타 사업 단위팀과 협업
현장 대응 총괄
외부 지원
전문가

현장 대응팀
(Incident
Management
Team, IMT)

위기 대응 총괄
(Crisis
Management
Office)

(예: 위기 대응
어드바이저리 그룹,
기술 지원 조직,
홍보 전문가, 24/7
모니터링 서비스,
포렌직 전문가,
고객대응전문가,
재무구조 재조정
전문가 등)

내부 지원 조직
(Operational and Technical)

내용과 의미에 기반을 두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과 중장기적 평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연계
필요 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고객과 회사 임직원을 대신한 챔피언(주도자)의 역할을 수행
원 채널 원 보이스(One channel, One voice) 원칙에 따라 일관된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접점 역할을 수행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시점을 결정하고 지원 기능과 물류·이동 기능을 지원
고객 요청,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수행

출처: Deloitte Center for Crisis Management

역량을 집결해 이사회 및 경영진이 신속하게 위기

보유한 내부 전문가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21세기 경영 환경을
대변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전개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기능이다.

위기에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응 역량을

CMO는 효과적인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라

총집결해야 한다.

우선순위 업무의 관리 및 조정, 조직 간 업무 조율 및

불확실성, 혼돈으로 대변되는 21세기 경영

이러한 관점에서 딜로이트의 위기관리 방법론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지원 기능이라고

환경하에서 위기관리는 더 이상 선택적 사항이 아닌

위기관리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을

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고려한 방법론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위기관리

CMO는 조직이 유능한 위기 대응 리더십을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은 비단 조직 구성원의

전략, 그리고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단기적으로 위기로

생존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의 한 축으로서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부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인한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향후 조직의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 요건 중 하나로

위기관리 체계의 확보가 성공적인 위기관리 체계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리더,

인식될 것이다.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 일반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훈련과

조직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위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결합 능력을

같이 단순한 개별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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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사건.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투자분석가로 활동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olas Taleb)가 2007년 출간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라는 책에서 소개된 개념.
www.deloitte.com/reputationrisksurvey
2016년 1월 12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440개 일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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