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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악 운영 연속성관리 문제는 지원센터 (back-up center)나 대안 사이트(alternate site) 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 연속성 관리 측면에서 법률， 기준 퉁을 포함하는 전략적 이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 거버넌스의 한 부분으로서 OCM(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OCM이 기업 운영 제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의 OCM을 

위한 전력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CM 거버넌스가 기업 거버 

넌스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기업의 위험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최상위 기업 

관리에 있어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운영 연속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에 있어서 운영 연속성 전략 

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해나가는 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액심용어 운영 연속성 관리， OCM 거버넌스， 기업 위험 

ABSTRACT OperationaI continuity is not a simple issue that can be solved by a Back-Up center or an alternate site. Sσategic 

issues including law, standards, etc demand a new approach in tenns of the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OCM).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framework of OCM govemance as a part of the corporate govemance. Experts from corporate 

governance insist that OCM can be included in the corporate operational control and so it is important to set up a strategy for 

OCM in the organization. This paper describes how OCM governance suggests two aspec않 of effectively controlling corporate 

risks in the viewpoint of corporate governance. First of all, the top corporate management develops the strategy of operational 

contml따y with regar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Secondly, there is the aspect of how to bui ld up and manage the strat

egy of operational continuity in the corporations. 

KEYWORDS operation continuity management, OCM governance, corporate risk 

1. 서 론
 

최근 동향을 보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 

로 시장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1세기형 기업 위기가 대두 

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위기 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 

는 예방과 사후 대응 측면의 체계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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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위기관리(Risk or Crisis Management)라는 개 

념이 기업의 경영화두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최근 포괄 

적 경영전략으로서 마케팅， 영업과 같이 위기관리가 기업 

경영의 펼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재무 리스 

크 같은 경영 리스크에 한정적으로 초점을 두고 관리되어 

왔다. 재무 리스크는 기업 경영층의 높은 관심 대상 이었 

지만 재무 담당 임원(Chief Financial Officer: CFO)이 처리 

해야 하는 특수한 이슈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기업의 생존은 운영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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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I Continuity)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기업의 

생존과 연계하여 고려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일부 임원과 부서에 한정적 대응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기업의 생존 측면에서 운영 

연속성은 단순히 재무 이슈도 IT에 기반한 기술 이슈도 아 

닌 전략적 이슈이면서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일 수 있다 

(Binmn, 2000). 이것은 재무 담당 임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영층의 관심과 지지에 기반 

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 보고체계， 책임을 강조하 

는 전사적 거벼넌스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OCM(OperationaI Continuity Management) 거 벼 

넌스는 경영층에서 어떻게 운영 연속성을 관리해야 하는 

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댄f 리스크를 기 

업의 경영층 주도로 대처할 수 있는 OCM 거버넌스의 개 

념과 이슈를 제기한다. 명확한 개념 정 립을 위해 문헌 연 

구를 통한 기존 거버넌스(기업， IT， 정보보호)의 개념과 프 

레임 워크를 살펴보고 이들과 OCM 거벼넌스의 관계를 정 

의한다. 또한， OCM 거벼넌스의 정의， 목적 및 프레임워크 

와 구현을 위한 로드뱀을 제시한다.OCM 거버넌스의 주 

요 이슈로는 리더십， 유연한 프로세스 등 핵심 성공 요소 

와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2.0CM 거버넌스 고잘 

2.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를 대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하고 표준화 

된 호F국어 표현은 부재한 상태이지만 먼저 거버넌스에 대 

한 사전적 해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l과 같다(황경태 등， 

2005). 

용어 “거버넌스”는 행정학 부문에서도 빈번하게 통용되 

고 있으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민간 이해관계 

자들이 참여하는 국가통치 및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행정 

학 부문에서 거벼넌스의 개념이 활용되게 된 배경은 정책 

결정이 이전에는 단순히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 

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국민들의 지적역량 성숙 등으로 인 

해 정책결정에 시민단체， 일반 국민， 언론 등 다양한 이익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에 기 인한다. 

행정학에서의 대표적인 활용사례와 같이 “거벼넌스”란 

용어는 사회가 복잡화다양화 되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증l 제1권 제1호 

표 1 거버넌스의 사전적 의미 

정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통제와 지휘에 문제가 발생 

하므로 나타나게 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의사결정 또는 업무 프로세스 

의 구축， 실행， 실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일련의 업무 활 

동과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활한 통제와 운영을 가능 

케 하는종합적인 개념인 것이다. 

2.2 기업 거버넌스 

“ Corporate Govemance"라는 용어는 흔히 기 업 의 통치 , 

기업의 운영 등으로 번역되는데 기업지배구조라는 말이 

모두를 포용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황경태 등， 2005). 

첫째， 주주， 종업원， 채권자， 거 래 기업， 이사， 지역주민 

등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 h이der)들의 이해를 조정 

하고， 조정 후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결정된 사항 

의 집행 및 이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이사회와 경영층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 

이 달성되도록 하고，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조직의 자원이 책임 있게 시용되었는지를 검 

증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련의 책임과 업무수행 방 

법이다 

셋째， 조직의 경영진， 소유자， 주주간의 일련의 관계와 

다음과같은사항에 대한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직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성과를 관리 · 감독하는 방법의 서술 

기업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또한 기업 환경 변화에 기인 

한다， 현재 기업 환경에서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합 

의가 있어야만 기업 활동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이 가능하 

며， 또한 사회 환경의 복잡도가 상승됨에 따라 통합 관점 

의 통제수단이 요구되어 기업 거벼넌스의 개념이 출현하 

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엔「론의 회계부정 등이 기업 거 버넌 

스 부재에 따른 대표적 실패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 강화， 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세계 공통의 프레임 

워크 마련을 위해 BaseI 11가 발표되었다. 

기업 거벼넌스를 통해 어떤 범위까지 활동을 규정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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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 기준과 원 

칙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의 수립 및 적용， 경영자의 책임 강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의 시스멈화 등이 주요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2.31T 거버넌스 

IT 거벼넌스 또한 연구소， 컨설팅 업체， 학계에서 다양한 

관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체 또한 대기 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현재 프로세스 수준， 외부환 

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당 개녕을 수용하고 있다. 기 

존 문헌을 분석할 결과 IT 거버넌스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 

의 2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관점은 “IT의 책임에 관련하여 정보시스뱀 

부서와 현업 부서간의 영속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구축하 

는 것” 또는 “ IT 투자에 누가， 언제 영항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IT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광의의 관점은 “기업의 전략과 IT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 “조 

직이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IT 자원을 개발，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 또는 “조직 

통제의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조직의 감독， 모니터링， 

통제， 지휘 과정에서 IT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JT 거버넌 

스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상기 개념의 공통적 속성은 IT와 비즈니스를 전략적으 

로 연계하고， IT 자산의 통제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 및 책 

임을 명확히 하며， IT 투자에 대한 성괴를 제고하고， IT 투 

자 및 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 및 통제 효율화， IT 구조 

및 프로세스 관점에서 조직의 역량 극대화를 내포한다 즉， 

IT의 경영적인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lT의 개발， 운 

영， 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사적이고 전략적인 차원 

에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2.4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개념과의 접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략적인 개념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 합의된 개념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보 

호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직 

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이 근 

본적 목적이며 이를 위한， 최적화된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서는 보안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닌 기업경영측면의 

미션， 비전， 전략과 부합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보보호 거벼넌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줘야 할 핵심 

구성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 

다(posthumus and Solms 2004) 

조직 활동에 정보보호 거벼넌스의 핵심 구성 요소를 실 

질적으로 투영하기 위해서는 ITA(J nfonn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표준 프레임 워크의 보안 아키텍쳐， ISO 27001 

등 국내외 기술 프레임 워크들을 구현해야 한다. 이들 기술 

프레임 워크에는 정보보호 거벼넌스의 기본 사상이 내포되 

어 있으므로 구현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정승호， 2006). 

2.5 BCPIBCM 개업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IBCM(Business Continui ty 

Management)은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각종 사고 또는 비상사태로 비즈니스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비즈니스 

표 2.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 

구분 구성내용 

조직내부관리체계 @조직의 미션，비전，전략에 부응하여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방안마련 

수립측면 @ 조직 내 최고 경 영충과 조직 원들 간의 지도(Direct) 및 통제 (Contro l)절 차 마련 

CD legal, reglllatoly and statlltolY 관점 의 요구사항 
- 현재，해당조직 내외부적으로경영정보와서비스에 대한접큰성 향상으로인해 법제도와관련된 이슈사 
항이 증가추세임 

- 경영정보의 보안성 확보를위해 외부로부터의 보안부문에 대한법제도준수가요구되고 있음 
외부 예)남아프리카: Basel 11 Accord에 기반한전자상거래법 (2002) 발효 

내외부보안 
요구사항 @ 표준lBest Practice 준수 관점 의 요구사항 

- 정보보호의 표준인 IS027001 퉁이 본사항과관련되며 다른 best practice들이 정보보호의 효율적 접근방 법 
요구사항에 의 대한기반을형성하고있음 
대한대웅 예) I S0270이 ‘ 조직이 어떻게 정보보호에 접근해야 할 건지에 대해 크게 10가지 대항목으로구분하여 가이드 

를제공하고있어，해당조직들이 효율적 정보보안전략을구사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음 

@ IT 인프라 보호관점 의 요구사항 
내부 - 장애，해킹， 바이러스퉁 IT 자산의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경감방안동 

요구사항 @정보무결성，기밀성， 가용성 확보관점의 요구사항 
- 조직 내부구성원들이 그들과관련된 민감한경영정보의 무결성，기밀성，가용성 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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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CPÆ3CM과 각 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기업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정보보호거버넌스 BCPIBCM 

-우수한조직 지배구조가경쟁 
-IT투자액 및 위 험 통제 -정보보호관점에서 조직의 

도입배경 
력의원천 

-IT의 전략적 활용 강화 비전，미션，전략과연계 -기 업 내외부 리스크로 부터 
(why)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기업 

-복잡한 IT환경 관리 -정 보보호 내외부 리 스크에 사업 연속성 확보 
투명성필요 

-IT투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대한효율적통제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확립 

이해 
-이 λ}회 (CEO,COO,CFO, -이 λ}회 (CEO,CIE,CFO) 

-이 사회 (CEO,CIE,CFO) 
-이사회 (CEO， CIO 퉁) 

관계자 
CIO,CTO,CMO, 이사진) -IT위원회 -CERT 

-J2. Z 거t 끼 Z--R「 τ z5-

(Who) -집행팀(기획， 재무 중심) -집행 팀(IT관련부서) 
-현업부서 

-집행팀(다양함) 
--z「-;z「등 =ir -현업부서 -현업부서 

-이해관계자 간 입장조절 및 
-경영자와 IT조직 간의 이해 관계 

-정상적인 조직의 활동을 위협 
조정，제도적장치마련 -거버넌스관점에서 조직 내 

제도적장치마련 하는 위험 요소로 인한 피해를 
관리영역 -IT활동과조직적 전략목표 연계 부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통제자의 책임의식 강화 최소화 (what) -IT를통한가치전달 -내외부 정 보보호 요구사항에 
-인력끼T/자원 관리 

-IT위험관리/성과측정 대한대응 
-운영환경올 신속하고 능률적 

-의사결정체계 정립 
-IT조직 의사결정체계 확립 

으로유지하기 위한활동 

위기관리 -법제도，정부방침 변화퉁에 -IT투자， 계획， 운영 시 발생하는 -기업의 보유정보에 대한 기 
-대형 재난에 따른사업연속성 

관점 따른경영측면에서의사업연 각종 리스크에 따른 사업 연속성 밀성，무결성，가용성 위배로 
위기 

(whatII) 속성위기 위기 

관련프레 - BASEL II 
-EA 

입워크 
-SOX (美)

-ITIL 
(how II) - CoBIT 

운영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이다. BCP는 비즈니스 관점에 

서 전반적인 위기관리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평 

가， 비상계획， 대응 및 복구 활동， 훈련 및 학습， 위기전달 

등을포함해야한다.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기업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정보 

보호 거버넌스와 BCP!BCM은 개별 주제에 대한 관리 프 

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 확보라 

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관리 영역과 추 

구하는 방향측면에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BCP/ 

BCM와 유사한 개념을 내포한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경우 

주로논리적·물리적·환경적 측면의 통제를통해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연재난도 일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BCP!BCM의 경우 여 러 리스크 중 예상치 못한 위 

협 요인들로 인해 조직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규모 

의 리스크에 직변할 경우 핵심적인 업무 기능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런 유형의 리스크를 주로 

자연재난， 테러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설정하고 있다. 

BCP!BCM과 기업 거버넌스， IT 거벼넌스， 정보보호 거 

벼넌스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 운영연속성관리(OCM) 거버넌스의 위상 정립 

3.1 거버넌스 간의 연관관계 

현재 학계와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3 가지 유형(기 업，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즙l 제1권 제j호 

인한사업 연속성 위기 

-ISO/PAS 22399 
-ISO 27001 -NFPA 1600 

-BS25999 

IT, 정보보호)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구사 

항과 운영 연속성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전 언급한 3 가지 유형의 거버넌스는 조직 내부 

의 비전， 미션， 전략과 내 외부 법제도， 정부 방침 및 조직 

차원의 방침 등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만 하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핵심 개념은 각 유형별 업무 

도메인(기업， IT， 정보보호) 자체로만 업무 영역과 업무 프 

레임 워크 및 활동을 수립하지 않고 조직의 상위 전략들과 

외부 환경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과 지향적인 체계 

를수립하는것에 있다. 

둘째， 3가지 거버넌스 공통적으로 위기관리를 고려한 통 

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것은 3가지 유형별로 운영의 연 

속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위기관리 프레임워크가 펼요함 

을의미하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기관리 프레임워크를 운영연속성관리 

거 버 넌스(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Govemance : 

이하 OCM 거버넌스)로 명명하고 기업 거버넌스의 일환으 

로서 OCM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제안한다. 위험 요인 

에 대한 각 거버넌스의 개별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급변하 

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 

므로 접근 방법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존재한 

다(그림 l참조). 예를 들어， IT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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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CM 거버넌스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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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나 태러에 대한 위기관리를 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탱 

관점에서 백업， 복구적인 측면도 있으나 업무 차원에서 인 

적/물적 자원 동원， 유관 기관과의 상호부조 제계 수립 등 

정보시스멈 이외의 대응책이 다수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비교해 보면 서로 중 

첩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그림 l참조). 이것은 각 거버넌 

스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개별 기업의 환경이 상이하 

므로 거버넌스 적용 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레임워크 및 

기 업의 인적?물적 자원 현황， 재무 상태 그리고 조직의 문 

화를 포함한 기존 환경과의 통합적 고찰을 통해 거버넌스 

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충분한 고찰이 

필요함을의미한다. 

3.20CM 거버넌스의 위상 

이전 “ 3.1 거버넌스 간의 연관관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OCM 거버넌스의 위상을 제시 

할 수 있으며(그림 l참조)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 

해야한다. 

리스크 요인은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3 가지 유형의 거 

버넌스와 OCM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 

첩되는 사항도 있지만 OCM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리스크 

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제거， 경감， 회 

피， 전이 등 전략에 기반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OCM 거버넌스의 위상 

은 모든 거버넌스 개념에 걸쳐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음 

을의미하는것이다. 

OCM 거버넌스를 통해 조직에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요인을 고려하여 비상 시 정 

부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환경적 요인은 OCM 거버넌스에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 

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실행 계획은 정부의 방침， 법/제도， 국제 표준， 조직 내부의 

경 영 이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야함을의미한다. 

4.0CM 거버넌스의 개념 

4.1 OCM 거버넌스의 정의， 목적， 효익 

OCM 거버넌스는 재난관리에 대한 투자와 운영 기능， 

조직 내부 전파， 변경 승인， 관련 법규 및 정책 준수 등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 및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관리 프로 

세스， 기획 프로세스， 성과 보고 프로세스， 심의 프로세스 

에 의사결정 기능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개념 이다(Selig， 

2006). OCM 거버넌스는 감독과 책임 및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정 의하고 공식화 한다(Weill and Ross, 2004; IT 

Govemance Institute, 2003). OCM 거벼넌스의 목적은 다음 

과같다 

· 조직의 재난관리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목표와 재난관리를 연계함 

-재난관리를 위한 지원 요청 및 그로 인한 작업을 보다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평가하고 우선순 

위를 설정하며 자금 조달에 따른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 

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함 

· 재난관리에 활용되는 자원 및 자산의 이용 및 관련 책 

임을관리 

· 정해진 기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 체계수립을 

완료하고 사전에 합의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책임 소재 및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 확립함 

· 기 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다OJ한 리스크를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기업의 재난관리 업무 성과 및 성숙도를 제고하고 관 

련 법규준수및 인력 양성 체계를구현함 

·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responsiveness)을 강화함 

효과적인 OCM 거버넌스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며， 다음과 같은 이익 

을 제공한다. 

재난관리 실행， 감독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공식화 

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보장함 

· 전사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재난관리 계획 수립， 의사소 

통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계획의 성과를 개선함 

재난관리 투자에 대한 분석， 우선순위 설정， 재원 조달， 

Jouma/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urity, Vol. 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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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관리를지원함 

외부 협조체계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공식화 

·자산 및 인적 자원 최적화 

· 조직의 재난관리 성숙도 제고 

관련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기능 및 의사결정 권한의 

문서화를 통해 법규 준수 및 감사 요건 이행을 지원함 

4.2 효과적인 OCM 거버넌스의 온질적 요소 

효과적인 OCM 거벼넌스는 3대 핵심 요소를 기초로 한 

다.3대 요소란 첫째， 리더십과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권 

한 둘째，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지 

원 기술의 활용이다(Weill 때d Ross, 2004; Cordite, 1998; 

Monnoyer and Willmott, 2005). 다음은 3대 핵심 요소의 주 

요 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리더십과 조 

직 구조 및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조직 구조，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권한(의사결정자와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공동의 비전 및 인터페이스 등 

을정의해야함 

· 투자 승인， 문제 해결， 주기적인 검토 등에 대한 감독과 

평가 체계 등， 각각의 재난관리 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조직 내부 및 외부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정 협약/약정을 체결해야 함 

재난관리를 위한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 

재난의 발생과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의 수립과 프로세스 구현 

및 지속적 인 개선이 매우 중요시 된다. 

· 프로세스는 명확하게 정의， 문서화되고， 평가되며 지속 

적으로개선되어야함 

프로세스에서 조직 간의 접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워크 

플로우가 각기 다른 개별 조직이나 지역， 이해관계자， 기술 간 

의 경계를넘어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보장해야함 

프로세스는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주요 OCM 거버넌스 요소들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기술 

과관리 SW를활용한다 

리스크 관리， 외부 협조체계， 재무와 행정，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등을 지원하는 정보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프 

로세스를지원함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유효성 평가 기준과 

의사소통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W 도구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즙/ 제1권 제1호 

4.30CM 거버넌스의 프레임 워크와 로드맹 

OCM 거버년스 프레임워크와 로드뱀에는 위기관리 성 

숙도 수준의 개선을 위한 다음의 항목이 포함 된다: 

· 재난관리에 대한 전략/전술적 계획 수립 

· 수요 관리(포트폴리오 및 투자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 등) 

- 실행 관리(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 관리， 자원 관리， 

상황관리 등) 

-성과 관리， 평가 척도 및 통제 기능， 외부 협력 관리， 인 

력 개발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등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의 사업 목표와 반드시 부합되어 

야 한다 그림 2에서는 OCM 거벼넌스의 핵심 작업 영역 

과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4.3.1 조직의 이해 

조직에 OCM 거벼넌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전 

반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비즈니스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OCM 거버넌스 적용의 논리적 기반을 수립한다. 

다음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황 파악을 통해서 

OCM 거버넌스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비즈니스 영향 평 

기를통해 조직에 필요한 OCM 거버넌스프로그램의 방향 

을결정한다. 

OCM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 

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재난관리 체계를 연계하는 과 

정이다. OCM 거버넌스에서 영향평가는 조직을 직접적으 

로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4.3.2 정책 개발 

OCM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이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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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0CM 거버넌스의 프레입 워크와 로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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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의 이해를 위한 세부 사항 

Acti씨ty Task 수행방법 INPUT 결과물 

OCM 거버넌스 적용 범위 정의 - 조직구성도， 

OCM 거버 
- 조직 비즈니스파악 현황분석실시 - 직무정의서， 

넌스프로그 
*서비스，제품퉁 ·현황분석을통한적용범위 항목도 - 사업소개서， OCM 거 버넌스적용 

램적용범위 
- 비즈니스수행 자원 파악 출및적용범위정의서수립 -제품목록， 범위 

정의 
*조직 ， 인력，물적 자산，정보자산， · 적용 범위에 대한 경영진의 - 서비스현황， 정의서 
재무자산， 프로세스 둥 파악 공식적 의사결정 수행 - 재무자료， 

- 환경적 요소 파악(고객，시장퉁) - 업무프로세스둥 

OCM 거버넌스자산정의 
OCM 거버넌스자산도출을 위한부 OCM 거 버넌스자산파악 OCM 거버넌스자산 
서별인터뷰및설문진행 설문서 리스트 

OCM 거 버넌스자산중요도평가 
' OCM 거 버 넌스 각 구성요소가 비즈 OCM 거버넌스영향평가 OCM 거버넌스자산 
니스에 미치는영향 결과 중요도평가서 

OCM 거버넌스자산별사업연속위 
· 특정 OCM 거 버넌스자산에 대 한 λ OCM 거버넌스위협/ OCM 거버넌스 위협/ 

협/취약성 도출 및 위협/취약 정도 
평가 

엽 연속성 위험 요소를 도출 취약성목록및평가값 취약성 평가서 

OCM 거버 
OCM 거버넌스각자산별 영향도평 

. OCM거버넌스영향도평가공식 수립 
OCM 거버넌스영향 넌스영향평 (예 ‘영향도=OCM 거버넌스자산가치 각종영향평가공식 

가수행 가 + OCM 거 버넌스 위협/취약정도) 
평가서 

' OCM 거 버넌스 영향도 평가를 통하 
중점 관리대상 OCM 거버넌스목록 여 기준퉁급을정하고기준퉁급이싱 OCM 거버넌스영향 중점관리 

도출 의 OCM 거버넌스 위협/취약성에 대 평가서 OCM 거버넌스목록 

한대응 

’ OCM 거버넌스 위험도를 감소시키 
OCM 거버넌스영향 OCM 거버넌스대웅 

중점 관리대상 대응방안수립 기 위한 OCM 거 버넌스자산별 대응 

방안 수립 
평가서 방안 

표 5. 정책 개발을 위한 세부 사항 

Activity Task 수행방법 INPUT 결과물 

-OCM 거버넌A 영향 

· 사업지속거버넌스의 최상위 정책을수립 평가결과 OCM 거버넌스정 
OCM 거 버넌스정책서 개발 

하고， OCM 거버넌스 수행 조직을 구성 -OCM 거버넌스 대응방 책서 
안결과 

’ OCM 거버넌스 정책 내용을 수행하기 위 
분야별 OCM 거 버 

분야별 OCM 거버넌스 지침서 개 OCM 거버넌스정책서 넌스 
"'1- 한분야별세부지침을수립함 

정책서 
E 

OCM 거버 
· 분야별 OCM 거 버넌스지침 을 수행할 세 넌스 
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함 

정책개발 OCM 거버넌스정책/지침 수행을 * 프로세스 개발 기준 · 누가， 언제， 분야별 OCM 거버넌스 OCM 거 버넌스절 
위한 OCM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어떠한방법으로，무슨내용을수행할지 구 정책서 차서 
개발함 

체적으로 기술하고， 프로세스 상에서 책임/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함 

OCM 거 버넌스정책서 승인 및 공 
OCM 거버넌스정책/지침/절차에 대하여 OCM 거버넌스정책/지 

경영진승인근거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숭인을득하고， 
침/절차 표 

조직구성원에발표함 

수립된 OCM 거버넌스정책/지 침/절차 내 
OCM 거 버넌스정책/지 

- 교육출석부 
임직원교육 

용에 임직원교육을실시함 
침/절차에 대한임직원 

- 교육평가표 * 규모가 클 경우， 단계 적 교육 또는 
교육교재 OCM 거버 부서별 전파교육 퉁。로 실시함 

넌스정책 
수립된 OCM 거버넌스규정 (정책/지침/절 

교육，홍보 
차) 및 적용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임직원 OCM 거버넌스 정책/지 

게시물 OCM 거버넌스정책 게시/홍보 
들이필요시세부내용및담당업무를인식 침/절차 
할수있도록전사게시판에 게시함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의 표 5는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 및 홍보 과정 

을 나타내고 있다. 

OCM 거 벼넌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은 최상위 정책， 

실행 지침 ， 세부 절차 같은 3개 등급의 문서를 개빌F하는 과정 

을 포함한다. 수립된 정책은 반드시 최고 경영층의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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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획 개발올 위한 세부 항목 

Activity Task 수행방법 INPUT 결과물 

· 적용 항목과 세부 수행과 
'OCM 거 버넌스 영 향 평가 결과， OCM 거 버 -OCM거버넌스영향평가서 

OCM 거버넌스세부 

제를도출함 
넌스정책/지침/절차를통하여적용해야할헝 -OCM 거버넌스정책/지 

수행과제 
목을도출함 침/절차서 

·적용항목에 대한적용우 
· 우선순위 평가 기준 결정 

OCM 거버넌스세부수행 OCM 거버넌스적용 
우선순위평가값을기반으로우선순위를산 

선순위를평가함 
정함 

과제 우선순위리스트 

계획 · 적용단계를구분함 
수립 각 적용단계에 수행할 OCM 거버넌스 항목 

을정의함 

· 세부 적용 계획올 수립합 
-각 OCM 거버넌스적용항목에 대한담당자 OCM 거버넌스 적용 우선 OCM 거버넌스적용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세부 적용 일정을 수 순위리스트 계획서 

립함 

'OCM 거버넌스관련 담당자별로책임 및 역 
할을 할당하고， 세부 활동 내용을 정의함 

표 7. 구현 및 운영올위한세부사항 

Activity Task -{「해 a바 。버 INPUT 결과물 

'OCM 거버넌스 업무 수행자부터 일반 
'OCM 거버넌스 관련 직무 정 업무수행자까지 OCM 거버넌스적용을 

기폰직무기술서 
OCM 거버넌스가반영된 

의 위한각자의직무를기존직무기술서와연 신규직무기술서 

계합 

OCM 거버넌스 운영 매뉴얼 · 부문별 OCM 거버넌스 운영 매뉴얼을 OCM 거버넌스적용 OCM 거버넌스운영 매뉴 
OCM 거버 수립 작성함 계획서 얼 
넌스 

'OCM 거버넌스적용시 변경 사항에 대 OCM 거버넌스변경 OCM 거버넌스변경처리 
구현및운 'OCM 거버넌스 변경 통제 

여U 
한통제사항을적용함 사항 결과 

'OCM 거버넌스 적용 모니터 적용된 OCM 거버넌스항목에 대한주 OCM 거버넌스모니터링 
리。 기적 모니터링을실시함 보고서 

'OCM 거버넌스 적용 및 운영에 대한 관 -OCM 거버넌스적용결과 
'OCM 거버넌스 운영 통제 보고서 

리자의통제사항적용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승인 결과는 모든 임직원에게 정책 

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인 근거가 된다. 

OCM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정책 개발 

과정의 산출물과 승인된 사항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준 

수를 위한 임직원의 인식 형성을 목표로 한다 

4.3.3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은 이전 2개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물을 

실제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통 

이다. 적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표 6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계획 수립은 조직에 실질적인 OCM 거벼넌스 체계를 구 

현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하는 것이다. 적용 항목을 실행 

과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전략적인 적용의 우선순위 결정 

이 요구되며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의 실행 순서와 방법이 

포함되어야한다. 

4.3.4구현 및 운영 

구현 및 운영을 위해서는 OCM 거버넌스의 실행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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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M 거버넌스운영일지 

담당자를 할당하여 담당 직무로서 정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 상태의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변경 

통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OCM 거버넌스가 할당 및 적용된 각 부문별 담당자는 

기존 직무기술서에 신규 사항을 추가해야 하며 이의 실행 

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담당자 스스로 본 

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OCM 거버넌스 적용을 최대한 저항 없이 수행할 수 있다. 

4.3.5 평가 

주기적으로 OCM 거버넌스 정책 준수， 운영 등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펑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펼 

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표 8에 

는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의 도출 과정과 개선을 실행하는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기업 실무에서 OCM 거버넌스 적용을 결정하는 것도 매 

우 어려운 일이지만 적용 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욱 어려운 일이다.OCM 자체가 기업에 실제 리스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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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가를위한세부항목 

Activity Task 수행방법 INPUT 결과물 

.OCM 거버넌스성과평가방안 
· 항목별로세부성과평가방안수립 

- 평가항목 OCM 거버넌스성과 
수립 

-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기준 (평가 계산식， 
- 평가기준/방법 평가방안 

평 가 방안)， 목표율， 평 가 주기 , 

OCM 거 
수립된 OCM 거버년스 성과 평가방안 대 

- OCM 거버넌스평가 

버넌스성 OCM 거버넌스성과평가 방안 OCM 거버넌스평가 l 
로성과평가실시 

과 실시 
.OCM 거버넌스모의훈련 및 평가실시 

-OCM 거버넌스모의 결과서 

평가 훈련계획 

OCM 거버넌스 성과 평가 
. OCM 거버넌스 성과 평가 결과의 관련 부 

OCM 거버넌스 OCM 거버넌스 
서및담당자피드백 

결과피드백 
.OCM 거버넌스성과평가반영 

평가결과 평가결과통보서 

· 주기적으로 OCM 거버넌스 개선 활동이 
OCM 거버넌스개선 활동의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활동을 OCM 거버넌 

OCM 거버넌스규정 
규정화 스지침 및 업무프로세스에 반영하고，경영 

진승인절차를수립함 

.OCM 거버넌스 개선 활동 주체(협의 조직 

OCM 거 
를정의함 

-OCM 거버넌스관련 
·개선대상을정의함 OCM 거버넌스개선안 

버넌스개 제반문서 

선 
. OCM 거버넌스개선 -OCM 거버넌스 정책/지침 퉁 규정서 

-OCM 거버넌스모의 
및 개선결과(개선안 

활동실시 
-OCM 거버넌스 업무 프로세스 

훈련결과서 
경영진승인서) 

OCM 거버넌스 적용 계획서， 
OCM 거버넌스 관련 직무 기술서 등 

개선된 OCM 거버넌스 내용을 관련자가 -OCM 거버넌스관련 
OCM 거버넌스개선안 

.OCM거버넌스개선안 인지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반문서 
및 개선결과(개선안경 

교육/홍보 - 소집 교육실시 
-개선내용게시 및홍보 

생하기 이전까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프레임 

워크 이므로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시나리오를 토대 

로 수행되는 모의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모의훈련의 중요 

성을 최고 경영층에서 일반 임직원까지 인식해야 하며 훈 

련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 

히요구된다 

5.0CM 거버넌스의 핵심 성공 요인 

5.1 OCM 거버넌스의 필요 조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OCM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구 

성 요소들은 재난관리와 기업의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내 외부 자원의 역량을 최적 

화할수있도록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기엽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OCM 거 버넌스를 보다 현실화 하고， OCM 거 버넌스의 성 

숙도와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고 경영층과 이사회가 강력한 OCM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과거와현재는물론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OCM 거버넌스모의 

훈련결과서 
영진승인서) 

3. 조직 구성원들에게 OCM 거버넌스의 가치를 홍보하 

고 목표를 공유·합의한다. 

4. 기존/최신 모범사례 모델(ISOIPAS 22399 등)과 프레 

임 워크 및 표준을 도입， 개발， 통합， 활용하고 변형하여 자 

사의 환경에 맞는 통합된 OCM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와 

로드랩을수립한다. 

5.0CM 성숙도 수준의 “현재 상태”를 펑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다.OCM 거버넌스 성숙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BC1α1(Business Continuity M때.uity Model) 

같은 선도적인 모범사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OCM 거벼 

넌스 프로세스 및 기능에 대한 현재 상태를 평가， 정의하 

는것이 가능하다. 

6. 0CM 거버넌스의 “ To Be Model"을 정의하고 항상 그 

것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목표로 나아가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7.0CM 거벼넌스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의된 작업 패 

키지(비즈니스와 재난관리의 연계， 재난관리 투자 관리， 

외부 협조관리 등)로 분류하고 각각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우선순위가 설정된 로드뱀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로드맴과 실행 계획은 구현이 용이해야 하며 가시성 

을 제공하고 진척도를 입증할 단기적 결과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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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야한다. 

8.0CM 거버넌스 요소 영역에 대한 조직 차원 및 구성 

원 개개인 차원의 자격 인증을 지원한다. 

9.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OCM 거 버넌스 정책과 프로세 

스를구현한다 

10.0CM 거버넌스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할 sw 솔루션 
을 활용하여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고려한다. 

5.20CM 거버넌스의 변화 관리 

재난관리 성숙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관리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정제되고 엄격한 원칙을 도입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OCM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선행적 설계 및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OCM 거버넌스의 활동 내용이 조직 

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가 펼 

요하다. 또한，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토대로 목표와 전략을 비전 및 성과 평가 척도와 

연계한다. 

둘째， OCM 거벼넌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및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 경 

영진과 조직 내부의 전문가 및 기타 관련 구성원들의 강력 

한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변화를 성취하고 실행하 

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 전체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관심과 

노력를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향력 

및 책임 영역에서 협력， 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한다. 

셋째， 적절한 취사 선택， 보고 확대 및 예외적 의사결정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비상 사태 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OCM 거버넌스는 복잡하고도 지속적 

인 과정이며， 적절한 취사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선 

택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 우선순위， 세부화 

요구사항， 선택을 승인할 책임자， 문제 발생 시의 보고 확 

대( escalation) 등에 영향을 미친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변화의 지원 및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해야 한다 변화를 활성화해야 할 책임을 맡은 관리자기

변화를 지원하고 보상하며 이를 조직 내부에 홍보하여， 조 

직 전체에서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꾸준히 지속될 

수있도록한다 

마지막으로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진행 프로세스 

와 요소 기술에 대한 반복적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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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환경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성과와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 및 기술을 개발한다.OCM 거버넌스를 주요 임직 

원에 대한 주기적 성과 펑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지속 기능 

한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6. 결 로
 

L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재난관리는 필수 요소이며， 앞으 

로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OCM 거버넌 

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조직의 이해， 정책 개발，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 단 

계로 구성되어 있는 OCM 거버넌스의 프레임 워크와 로드 

뱀을 제안하였다. 개별 기업은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가 

이드라인으로 각각의 기업 환경과 전략， 우선순위， 역량 

및 가용 자원에 적합한 접근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성공 

적인 OCM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프레임 

워크 및 로드맹과 상향식 구현 기법이 결합된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관계없이 거버 

넌스 차원에서 재난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프레임워 

크， 로드뱀， 구현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무 적용 

을 통한 검증과 개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을나타내고 있다. 

첫째， 프레임워크와 로드뱀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이 어 

떤 기업에나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반화 되어 있는지， 

또한 구현을 위해 충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증되 

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와 로드맴을 적용한 기업의 사례가 부재하다. 만약 적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면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와 로드뱀을 검 

증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전 

에 제기된 첫 번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와 로드맴을 실 

제 기업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프 

레임워크와 로드뱀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지속 

적으로 OCM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진화시키는 것에 초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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