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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세계경제와금융의중심

지였던월드트레이드센터가테러로인해전몰되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국제경제및경영환경이크게변화될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률의 둔화

와 실업의증가 등불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 nit)는 이번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도 전세

계G DP 성장률이1.7%에서1.5%로낮아질것이

고미국내실업률이4.5%에서4.9%로증가하게

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또한 이번 테러사건은 여러 산

업부문에도 악재로 작용하여 사고

직후, 다우존스산업지수가7% 하락

하는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가 동시

에폭락했다. 이번테러사건의가장

큰 피해자는 항공업계였다. 국제항

공교통협회(IATA)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항공사들은 테러가 발생했던한 주 동안

만 100억 달러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올해

사상 최대의적자에직면하게 될것이고 항공업

계에서만10만여명이감원될것으로예상된다고

한다. 보험업계의 경우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

상금때문에직접적인타격을피할수없었으며,

기계, 자동차, 에너지, 유통 등 여러 산업에서도

소비심리의위축으로인한불황의조짐이보이고

있다. 

물론이번사건이모든산업에어두운그림

자를 드리운 것만은 아니었다. 통신, 시스템 보

안, 군수산업등의경우에는테러사건및아프가

니스탄-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있다고한다.

선진기업의뛰어난위기관리능력

우리는지난몇달간이번사건의발생및파급효

과 등에대한 다양한 뉴스와정보들

을접할수있었다. 그중에서도특히

간과할수없는부분은, 예기치못했

던 재해를 맞이하여 선진 기업들이

보여준 위기대응 및 관리능력이라

할수있겠다. 물론이번사건으로많

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케 했던 것은

월드트레이드센터(WTC)가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였다는 사실이었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

관과각종거래소들이입주해있었던만큼, 이번

사건은미국경제, 나아가세계경제를혼란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우

리가걱정했던것과는달랐다. 

W T C에입주해있던뉴욕 선물거래소가사

글 김종호 jhkim@mail.lgeri.co.kr

효과적인 비상대응 및

위기관리활동으로

월드트레이드센터테러사건의

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다.

위기에대한준비,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미무역센터테러직후, 선진기업들이보여준재해복구및위기관리능력은우리에게

많은시사점을안겨준다. 불의의사태에대비한치밀한계획과철저한준비, 그리고

체계적인대응으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던것이다. 다양한위기관리사례들과

위기상황을극복하는Business C ontinuity Planning에대해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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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발생한지 4일만에정상적인영업을재개하

는등미국의경제및금융시스템은신속하게복

구되었다. 

물론이러한결과가단지운이좋았기때문

만은아니었다. 그이면에는불의의사태에대비

한체계적인계획과준비가있었고이로인해최

악의사태를피할수있었던것이다. 뉴욕선물거

래소는 7년 전, WTC에서 폭탄테러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비상계획및위기관리활

동을 위해 매년 30만 달러의 비용

을 투입해 왔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서비스 기업과

계약을 맺고서 맨해튼 인근의 롱

아일랜드에 비상 사무공간과 별도

의 컴퓨터 시스템 등을 관리해 왔

었다고한다. 

A merican Express Bank 역시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준비되어 있던 뉴저지의 지하벙커로

관련기능 및 인력을 이동시키고전세계에연결

되어있는금융네트워크를신속하게복구하였다.

비록이 과정에서한시간 정도의 지연사태가발

생했지만, WTC에있던사무공간이소실된직후

12시간 동안에도 19,000개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143억 달러 규모로 평소 업무의

70% 수준이었다. 

이처럼별도의IT시스템과업무공간을확보

해 두는 것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의의 재해로 컴퓨터 시스템

이 소실되어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해진 증권회

사를 상상해보라. 거래불능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부담까지가중되어존립

까지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있을것이다. 실제로비상사무

공간을 준비하려는 노력은 많은

기업들에게전파되고있으며독일

의 D resdner Bank와 캐나다의

R oyal Bank of Canada 등도재해

복구서비스기업과계약을맺고비상시를대비한

예비사무공간을임차하여제2의IT시스템을구

축하고있는실정이다.

데이터백업시스템과주요기능의분산

모든 기업에게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금융기

업에게 있어서 전산데이

터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없을것이다. 월스

트리트에서는 전산데이

터를 종종 강철금고 속에

보관하는 귀금속에 비유

하곤한다. 이러한중요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은행,

증권사 등과 같은 금융기

관들이모든거래관련데

이터를 백업하여 별도 보

관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금융산업은

E MC나 C om disco등과

같은IT 솔루션회사를통

해 원격지 실시간 백업시

전산데이터및 IT시스템에대한

복구계획은 Business Continuity

Plan의핵심요소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테러사건은수많은인명피해와막대한경제적손실을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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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운영해왔다. 뉴욕 증권거래소나 선물거

래소가 WT C 테러사건이 발생한지 4일만에 업

무를재개할수있었던것도원격지백업시스템

을통해모든데이터를보관해왔었기때문에가

능했던일이었다. 

그러나업무상중요한정보및문서들을전

산화하지않고 보관해온몇몇 회사의 경우는상

당한피해를입을수밖에없었다. WTC에입주해

있던 법률회사 중 하나인 Thacher Proffitt &

W ood는이번테러사건으로진행중인법률소송

자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소실했다고

한다. 만약광학스캐너등과같은디지털영상장

비를 활용하여 정보 및 자료들을 별

도로 보관해 왔다면 이러한 피해는

어느정도예방할수있었을것이다.

주요기능 및업무시설들을여

러지역에분산시켜운영했었던것도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이 신속하

게정상업무에복귀하는데큰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organ Stanley의

R etail Brokerage는 W T C에 입주해 있었지만

H ead Quarter는맨해튼중부에, Trust-Service

Division은뉴저지에분산되어있었기에모든기

능이 동시에마비되는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기업들이그기능과부서들을지리

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있겠지만위기관리의차원에서도그필요성을

찾을수있을것이다. “D on’t put all your eggs

in a basket.(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라.)”라는 미국의 속담은이번사건의교훈을잘

표현하고있다고해도좋을것이다.

인적자원의안전과비상 대피계획

세계적인 B ond brokerag e기업인 C a ntor

Fitzgerald의경우 1,000명의직원중 700여명의

직원들이붕괴된건물에서탈출하지못한것으로

알려졌으며 Bank of America, Sun Micro -

systems, Xerox 등 W T C에입주해있던대부분

의기업들이이번테러사건으로적지않은인명

피해를경험해야했다. 

그러나이와는반대로효과적인비상대피계

획을통해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던경우도

찾아볼수있었다. 

M organ Stanley Dean Witter는W T C에서

가장많은층을사용하고있었으며 3,700여명의

직원들이상주하고있었다. 이회사의철저한비

상대피계획은테러사건으로인한인명피해를최

소화하는데가장큰공헌을한것으로알려졌다.

이회사의안전책임자는WTC 남쪽타워에대한

1차테러직후, 평소준비된비상대피계획에따

라모든직원들을신속하게대피시켰고, 그결과

6명의실종자를제외한모든직원이

무사할수있었다고한다. 뉴욕선물

거래소의경우도비상대피계획에따

라 260명의 직원 전원을 무사하게

대피시킬수있었으며, 일본계금융

기업인 미즈호의 경우는 화재 등의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가스마스크

및조명기구등의개인별em ergency kit까지상

비하고있었다고한다.

이러한사례들에서볼수있듯이, 많은기업

들이오래전부터화재, 테러등에대비하여대피

및복구훈련을실시하는등예기치못한위기상

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체계적인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있었던것이다.

불확실성과위험, 

그리고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기업은비즈니스프로세스상에서수많은불확실

성과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여러가지위

험 요인들 중에서폭우, 화재, 지진, 테러, 전쟁,

사이버범죄등과같은재해및사고에의한위험

은비록그발생빈도는낮지만직접적인충격및

그 파급효과가 매우크기때문에결코 간과할수

없는부분이다. 

최근 Gartner Group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는테러및전쟁등과같은대형재난사건을겪은

경우, 40%의 기업들이 5년 이내에 파산하게 될

효과적인비상대피계획 및반복적인

훈련은위기상황에서인적자원에

대한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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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매우높다고지적하고있다. 미국미네

소타대학에서도이와유사한연구결과를발표하

였는데, 재난및사고로인해기업의주요IT시스

템이파괴될경우, 금융업의경우 2일, 유통업은

3.3일, 제조업은 5일이상시스템의복구가지연

된다면그중 25%는즉시파산하며, 40%는 2년

내 파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업에게 있어서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하

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하고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생산이나 영업 등과 같은 경영 프

로세스를지속하는데장애가생길

경우에 대비한 계획 및 준비 등을 통틀어 사업

복구 및 재개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이하 BCP)이라고 한다. <표 1>에서는 BC P의구

성요소들을보여주고있는데전반적인위기관리

를기반으로하여재해극복, 사업복구및재개, 비

상대응계획등을포함하는복합적인형태를취하

고있다.

지금까지 재해나 각종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은 주로 사후적인복구에만 초점을 맞

추어져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

으로는더이상기업에게발생할수있는여러가

지재난과사고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으

며, 위기상황을맞아조직을효과적

으로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에서 구해줄수 있

는체계적인프로세스, 즉Business

C ontinuity Pla n이필요한것이다. 

성공적인 B C P를위한 6가지요소

BC P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다.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각종재해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그 수준을 파악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서도사업의계속성을확보하여기업의주요자산

과수익창출능력을보호하고경제적손실을최소

화하는동시에, 고객과시장등다양한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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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위기의 유형

결과물

재해 사례

대응 사례

재해복구
(Disaster Recovery)

사업복구
(Business Recovery)

사업재개
(Business Resumption)

비상 대응 계획
(Contingency Planning)

사업 운영상 중요한
자원 및 요소

외생적 원인으로 사업상의
핵심 구성요소에 문제 발생

재해복구 계획
(Disaster Recovery Plan)

전산데이터센터에 화재
발생으로 온라인 서버
소실

별도의 데이터 백업 서버
및 복구장소를 구축, 운영

사업 목표달성에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외생적 원인으로 물리적
장소에 문제 발생

사업복구 계획
(Business Recovery Plan)

사업상 중요한 건물 또는
시설에 전기공급 불능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2의 위치에 별도 사무
공간 마련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

내부적인 원인으로 사업
구성요소의 계속성 저해

주요 프로세스의 대안
(Alternative Processing
Plan)

온라인 신용 인증 시스템의
고장

전화 및 수작업을 통한
대안 마련

재해 등의 외생적 사건, 사고

자연재해나 제3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 기업 내부
프로세스를 저해

비상 대응 계획
(Business Contingency
Plan)

중요한 원재료 공급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납품을
하지 않음

주요 제품의 재고 수준을
2 5 % 로 유지 : 비상시 활용
가능한 제2의 공급자 확보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 Communication Plan)

<표 1>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의구성요소

자료：R. Witty, “What is Crisis Manaement”, Garther Research, September 19. 2001

체계적인 B C P는신속한

재해 복구 및사업 재개를

가능케하며, 기업을위기상황에서

생존할수 있도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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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뢰를 확보,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

다. 그렇다면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성공

적인 BC P는어떻게계획되고또 만들어져야하

는것일까? 물론동일한BC P가모든위기상황에

대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

야할요소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BCP의대상설정

어떠한위험에대해 BC P를추진

할것인지결정하여야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들에 대해

계획을수립할수는없으며동일

한사건이라도기업형태와상황

에 따라 그 충격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BC P의대상과 BC P를실

행해야 하는“위기발생 시점(Trigger point)”을

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자연재해뿐

만아니라법률소송, 적대적M&A, 노동분규, 채

권의 만기도래 등도 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2. 직접, 간접효과의분석

발생가능한위기상황의빈도와심각성을고려하

여이에 대한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BC P의

주요활동인만큼, Business Imp act Analysis를

통해각각의위기상황으로인한파급효과를분석

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통해발생가능한

위험이 비즈니스의핵심 요소 또

는 프로세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며 이를 최소화

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석과정

에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

라, 매출의 감소, 영업비용의 증가, 경쟁우위의

감소, 주주들의손해배상소송, 기업의장래에대

한 언론의 부정적인보도 등의간접적인손실도

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3. 기업 전략과의일관성및 O utsourcing

BC P는 기업의 현재 경

영전략과 부합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해야한다.

따라서BC P를추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조직 내부에

위치하게 하고 어떤 기

능을 O utsourcing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모든 준비

를 담당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BC P의

일부 또는 BCP 전체를

O utsourcing 하는 편이

더효과적일수도있다.

IBM, Com disco,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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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이들이

핵심비즈니스프로세스에 미치는직접,

간접효과를분석해야한다.

IBM, Comdisco  등의 IT 기업은전문적인재해복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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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 Data System, Guardian IT 등은IT 시스

템에대하여전문적인데이터백업서비스및재

해복구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4. 전사적인공유와참여

BC P는 기업과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혼란을

맞게되었을때실행하도록만들어진것인만큼,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복잡한

BC P의경우모든구성원들이공유하는데문제가

생길수있으며, 최악의경우계획대로작동하지

않을수도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신

의책임은무엇이고이를수행하기위해어떠한

자원을사용해야하는지, 그리고어떤프로세스

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A mazon.com 의Safety Aw areness

Progra m은 의료, 가스, 화재관리

등과 같은 개인별 경력이나 기술들

을 고려하여 비상시의 개인별 역할

과책임을설정하는등모든구성원

들의개인적특기와능력을고려하여설계되었다

고한다.

5. 반복적인훈련, 그리고 Fee d b a c k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C P를 지속적으로 테스

트, 평가, 개선하는것이다. BC P의 성과는실제

상황에적용해보기이전에는정확하게알수없

으며, 구성원및 이해관계의변화, 기술및경영

환경의변화, 본질적인시장상황의변화등에따

라기존계획의유효성도떨어지게마련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평가하여부족한점을보완, 개선하는것

이반드시필요하다. IT시스템에대한 BC P를추

진하고있는미국의MIT대학에서는분기별로환

경변화를BC P에반영시킬뿐만아니라, 매년위

기상황에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성과를

평가하여BC P를개선하고있다.

6. 기업대외홍보및 Media Communication

전략

기업이예기치못한위기에직면했을경우, 그에

대한대응방안이 잘준비되어있으며 위기를극

복할수있는자신을갖고있다는것을대외, 대

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나 각종

미디어의 부정적인 추측보도로 인해 주요 고객

들을잃을수도있으며시장에서조성된불신은

기업 가치의 급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 일수록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장으로부터

의 신뢰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

및 Com munication의중요성은더욱커지게마

련이다. 

위기에준비된기업, Bulletproof Firm

다른 경영 프로세스에서와 마찬가

지로, 효과적이고체계적인 BC P를

구축하기위해서는기업내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자, 관리자, 사원들

모두가기업의장기적인안전과성

공을 위한 BC P의 주요 요소와 프

로세스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만

이기업의존립을위협하는어떠한상황도극복

할수있는, 위기에준비된기업이될수있을것

이다. 

사실 BC P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

분이Top Ma nagem ent의적극적인지원을얻어

내는것이라고하겠다. 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적지않은 비용을지출하

는것이어떤의미에서는이해가되지않을수도

있다. 사실지진, 화재, 테러등과같은재해가발

생할가능성이얼마나되겠는가? 적지않은비용

과낮은사용가능성또한기업들로하여금 BC P

의도입을주저하게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언젠가 일어날 수

도있는사태에대비하는것이라고볼수도있지

않는가? BC P의필요성에대해서는이미많은기

업들이공감하고있는만큼어떠한위험에대해,

46

To p의 관심과지원, 모든구성원의

참여가 있을때만이성공적인

B C P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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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수준으로이를도입하고활용할지

를 결정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빌게이츠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새로운운영체제인W indow s XP를소개하기위

해 Seattle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던 중, 지진이

발생하였다. 천정의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타일

이떨어져, 모든사람들이탈출구를찾는혼란속

에서도 빌게이츠는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연단

을내려왔다. 공포를느꼈냐는질문에그는단호

하고 자신있게“N o”라고 대답했으며 위기의 순

간에서그가보여준것은위기에대비하는기업

만이누릴수있는특권, 즉기업과자신의안전

에대한확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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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은 체

계적인 BCP(Business Continuity

Plan)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

다. MIT는 전산데이터 및 IT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기능의 마비는 조직전체

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87년 BCP(Business

Continuity Plan)와 BCMT(Busi-

ness Continuity Management

Team)를 구축하였다.

B C P의 전제조건

MIT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B C P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첫째,

MIT는 Data Processing, Com-

munication System, Network 등

의 IT 기능에 관련해서만 재해를 정

의하고 있으며 지진이나 태풍 같은

일반적인 자연재해 그 자체는 제외된

다. 또한 완전복구까지 요구되는 시

간에 따라 몇 개의 Risk Category

(Critical, Essential, Necessary,

Desirable)를 구분하여 B C P의

Scope과 가동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백업시스템 및

필요자원 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

에 B C P를 수립한다. 셋째, 관련 환

경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여 B C P를

항상 준비된 상태로 유지한다. BCP

의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 변화의 수용과 유연한 대응이

라고 할 수 있는데 MIT의 B C P는 이

러한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B C M T의 운영

MIT의 B C M T은 대학 내의 다양한

기능과 부문들이 참여하는 Cross

Functional 조직으로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1) MIT의 대응활

동을 통제, 지휘하고, 2) 위기상황에

대한 단일 정보창구의 역할을 하며,

3)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결 안

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 C M T는 다시 DR Duty(Disaster

Recovery Duty) Team, SIMTEST

(Simulation Test) Team, FARM

(Functional Area Recovery

Management) Team으로 구분되는

데, DR Duty Team은 지역적인 비상

상황 및 재해보고를 접수하여 B C P를

가동하는 역할을, SIMTEST Team은

매년 모의 위기 대응 훈련을 계획, 실

시, 평가하는 역할을, FARM Team

은 IT, Communication 등의 개별

부문에서 기능을 복구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분석과 평가, 반복적인 훈련

MIT는 보다 효율적인 B C P를 만들

기 위해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책임 하에 Quarterly/

Annual Review를 실시한다. 이 과

정에서 환경의 변화와 주요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B C P

Manual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

고, 변경된 사항은 각 부분의 책임자

들에게 전파, 공유된다. 또한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B C P의 성

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매년 모의 훈

련을 실시하고 Annual Status

Report를 작성하여 Senior Vice

President에게 보고한다.

자료원：MIT Information Security

Office(http://web.mit.edu/security/www/)

MIT대학은 Cross Functional Team을 조직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 평가,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B C P를 운영하고 있다.

MIT대학의 B C P와 B C M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