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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핵심 과제 : 인력 복원 

본 기사는 Deloitte Global에서 발간한 영문 기고문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오랜기간동안 자연, 인적 재난을 대비하여 효과적인 위기 /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왔다. 기업에서 수립한 위기 / 재난복구계획은 설비, 정보 

시스템 및 장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인력 복원에 대한 복구 계획은 등한시 되어왔다. 기존의 

계획들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 개개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옵션도 고려되지 않았다. 만약, 대피한 직원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 시, 오랜기간동안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등이 배제되어 있다. 

“2017 Hurricane Season FEMA After-Action Report”1)에서 

재난복구계획의 인력자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7 년 허리케인 시즌이 

지난 후, FEMA는 허리케인 Harvey, Irma 및 Maria에 대한 사전준비, 즉각적인 

대응 및 초기 복구 작업을 검토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세밀히 

계획된 인력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대규모 광역 재난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주거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2017·18년 캘리포니아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정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목숨과 

주거공간을 잃었던 대표적인 사례로써, 대규모 재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난도 인력 운영은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난은 기업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허리케인,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임직원의 주거공간에 피해를 받은 경우 

임직원은 피난처를 마련하거나 가족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하는 등 기업에서 

수행하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사전에 위기 / 

재난복구계획에 임직원 주거공간의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Deloitte 설문조사 “의지와 가능성(Willing and able) : 복원력을 갖춘 인력 

구축”2)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1) https://www.fema.gov/media-library-data/1531743865541-16794d43d3082544435e1471da07880/2017FEMAHurricaneAAR.pdf 
2)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Documents/risk/deloitte-uk-crisis-resilient-workfor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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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은 제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은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 설문 참여자 - 

이 설문조사 결과 재난 시 회사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업의 예상과 

실제 피해를 입은 임직원의 직무수행 의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임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임시 주택 및 보건소를 제공하더라도, 임시 주택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괴된 주거공간 복구 

및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아 이사하는 것은 피해 임직원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피해 직원들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지연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경영진들은 위기 / 

재난복구계획을 확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조직의 가치를 내재한 인력 

복원 계획에 투자하고 있다.”  

 

2017년 캘리포니아 화재사건을 보면, 웬만한 가격으로 캘리포니아 내 소노마, 

나파 자치주에 위치한 새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 화재로 인해 5,000채가 

넘는 집이 전소되어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피해 직원들은 더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떠났다. 이 지역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은 소중한 

임직원을 잃었고 평소처럼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위협에 직면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몇몇 기업은 피해를 입은 임직원에게 주택 복구 비용, 생필품, 

정부기관 및 보험 지원 안내, 주택 재건축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재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직원을 위한 서비스를 

사전에 계약함으로써, 비즈니스 중단 가능성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재난발생 시 직원들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부재로 

인한 대체 인력 채용 및 신규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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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기업 복원의 근간이다. 점점 더 많은 경영진들은 위기/재난복구계획을 

확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조직의 가치를 내재한 인력 복원 계획에 투자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업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의미 있는 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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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orce Resilience : Addressing the vital human element of disaster 

recovery, Deloitte Global, Rhoda Wo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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