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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반도 주변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7년11월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상

초유로 수능을 연기하는 사태가 일

어나,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1). 지진,
태풍, 대홍수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철도,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차량의 통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통행이 중지되면, 기업체
의 물류 공급이 마비되어, 기업체는 생산을 멈추게 되고, 기업이 생산을 멈추게
되면 국가 경제가 정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
용 종업원수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88%를 고용하고, 대기업이 12%를 고용하고 있
다2).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소 기업체들이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직면하였을 경우, 중소 기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즉 평소에 BCP(사업 연속성 플랜)를 도입
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Supply
chain을 차단시키지 않는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2017년 熊本(kumamoto) 지진 등의 재해로 철도,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의 파괴로 차량의 통행이 중지되었다3), 4). 이러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Supply chain에도 큰 영향을 미쳐, 물류 공
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재난시 중소기업의 BCP에 대한 중요성이 재
인식되었다. 일본에서 중소기업의 BCP 도입은 2006년에「중소기업 BCP 책정 운
용 지침」이 공표되어, 보급 및 촉진에 노력하여 왔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중소기업의 BCP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으며, BCP책정 기업은 일
부에 머물고 있었다5).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대규모 재해 등이 빈
발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Supply chain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험에서, 「방재」및 「긴급시의 사업 연속성 플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등을 귀중한 교훈은 기업의 위기 관리 능
력을 높여, 긴급시에 사업 활동의 연속을 도모하고, Supply chain을 차단시키지
않고, 지역 경제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개별 기업은 본래보다 지원
기관을 포함한 지역 단위에서 BCP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5).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사업 연속성 플랜)는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평소의 기업 활동 속에서, 리스크
관리 경영의 일환으로 실천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BCP는 표준적인
매뉴얼대로 계획을 수립 또는 책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실태에 맞추
어 실질적인 내용으로 궁리해야 한다. 즉,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각각의 사업 실
태에 알맞고 독창적인 사업 연속성 계획을, 경영자 스스로가 앞장서서 사원 등과
하나가 되어 검토 ・ 책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 태풍 등의 대규모
재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는 최소화(減災)할 수
있다”는 안전 대책에 대한 교훈의 하나로 BCP를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규모 지진 등 재해 피해1),3),4),5), 국내의 중소기업 비율
등을 기술2)하고, 대규모 재해시 외국의 BCP에 대한 자료 수집·번역 및 평상시
입문과정에서의 BCP책정 및 운용을 기술한다5). 평상시 BCP의“입문 코-스의 입
력 시트 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BCP (사업 연속성 플랜)의 가이드 라인 작
성에 一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BCP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작성
에 있어서는 외국의 문헌을 참조5)하여, 번역・인용하였다, 혹시 번역과 원문 사이
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에 따른다.

Ⅱ. 국내외 지진 및 태풍 개요
1. 국내외 지진 개요
가. 우리나라 지진 발생 규모별 순위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지진
에 대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지대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큰 흔들림을 느꼈다. 금번의 지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이
며, 표 2.1에 1978년 10월 이후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순위를 나타낸다1). 우
리나라 최대 규모 5.8의 지진은 지구상의 대재앙인 일본의 규모 9.0정도와 비
교할 수는 없지만, 큰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된
다3), 4).
표 2. 1 1978년10월 이후 우리나라 지진 발생 규모별 순위
순
위

규
모

발생일

진원시

위도

경도

발생지역

1

5.8

2016. 9.12

20:32:54

35.77

129.18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

2

5.3

1980. 1. 8

08:44:13

40.2

125.0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평안북도 삭주 남남서쪽 20km 지역)

3

5.2

2004. 5.29

19:14:24

36.8

130.2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74km 해역

3

5.2

1978. 9.16

02:07:05

36.6

127.9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경북 상주시 북서쪽
32km지역)

5

5.1

2016. 9.12

19:44:32

35.76

129.19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

5

5.1

2014. 4. 1

04:48:35

36.95

124.50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 100km해역

7

5.0

2016. 7. 5

20:33:03

35.51

129.99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7

5.0

2003. 3.30

20:10:52

37.8

123.7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88km 해역

7

5.0

1978.10. 7

18:19:52

36.6

126.7

충남 홍성군 동쪽 3km 지역

자료: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scalelist.jsp

나. 세계의 주요 지진 발생 및 피해 개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지
진은 강력한 지반의 진동과 대형 쓰나미를 야기시켜 사망자가 약 16만명에 이르
렀으며, 인도양 연안의 12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08년 5월 12일에는 중
국 쓰촨성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하여 약 8만7천명의 사망자를, 2010년 1월
12일에는 아이티에서 규모 7.0의 지진으로 약 2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막대
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6). 또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
한 규모 9.0의 지진으로 지반 진동과 대형 쓰나미는 2만여명의 인명 피해와 엄청
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로 인한 방사능의
공포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3), 4).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

7.0이상은 년 평균 14회 정도 발생하고, 지진으로 인해 년 평균 5만1천명 이상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1900년대 이후 발생한 지진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1976년 7월 중국 하
북성 당산(唐山)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무려 24만명 이상 발
생하였다.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에서 인명 피해가 많은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지
진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 2 세계의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상위 10대 순위)
순위

발생일

국가지역

사망자(명)

규모(M)

1

1976. 7. 28

중국 하북성 당산(唐山)

242,000

7.5

2

2010. 1. 12

아이티

222,570

7.0

3

1927. 5. 22

중국 간쑤성(甘肅)

200,000

8.0

4

1920.12 16

중국 하이위안(海原)

180,000

7.8

5

2004.12.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165,708

9.1

6

1923. 9. 1

일본 간토(関東)

143,000

7.9

7

1948.10. 5

(구)소련/투르크메니스탄

110,000

7.3

8

2008. 5.12

중국 스촨성

87,475

7.9

9

1908.12.28

이타리아 시칠리아메시나

75,000

7.2

10

2005.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다

73,338

7.6

자 료: EM-DAT,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CRED(Center for Research on
The pidemiology of Disaster), www.emdat.be

다.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재해의 피해 개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
하였다. 지진은 서일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몇 분 동안 흔들었다. 30분 뒤
거대한 쓰나미(津波)가 650㎞에 이르는 해안선을 강타하기 시작(그림 1.1)하여,
해안의 제방을 파괴하고 500㎞²이상의 지역을 침수시키고 시가지와 마을을
쓸어버렸다. 이번 지진 재해에 의한 사망·실종자는 약 2만명에 이르렀다(사
망자의 대부분은 익사, 표 2.3 참조). 전파 건축물은 13만호, 더우기 26만호가
반파되었다. 약 270개소의 철도노선의 운행이 중지되고, 15개 노선의 고속도
로, 직할 국도 69개 구간, 지방 자치단체 관리 도로 638개소 구간이 통행 중
지되었다. 쓰나미에 의해 약 2.4만 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었다.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곳은 Miyagi, Iwate, Fukushima의 3개 県이다3), 4).

<그림 1. 1>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 광범위하게 걸친 쓰나미 피습
자료: 2011년 동북지방 쓰나미 합동조사 그룹 http://www.coastal.jp/ttjt/
표 2. 3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재해의 피해 개요

사

상

자 사

망

자 17,500명, 행방불명자

상

자

(2012년 8월 8일 시점)

부

건 축 물

전
파 129,316호. 반
일 부 파 손 725,760호

피 해

(2012년 8월 8일시점)
피

난

자

경제 손해 추계

재 해

폐기물등

최
대
현
황
전
체
건축 건물
사회기반시설
3,120만 톤

2,848명

6,109명
파 263,845호

470,000명 (2011.3.14. 시점)
343,334명 (2012.8.2. 시점)
16조 9,000억 엔(2100억 US달러)
10조 4,000억 엔, Life Line시설 1조 3,000억엔
2조 2,000억 엔, 기타(농림 수산업 피해 포함) 3조 엔

자료: 일본 내각부 및 부흥청

라. 우리나라의 태풍 개요
표 2.4에는 1904-2017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큰 태풍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
해액 순위를 나타내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큰 태풍이 발생하면 인
명 피해 및 재산피해는 막대함을 알 수 있다7).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
워야 한다.

표 2. 4 큰 태풍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순위(1904-2017 년), 대한민국 국가 태풍 센터 7)
인
순위

발생일

명
태풍명

재
사망·실
종(명)

순위

발생일

산
태 풍 명

재산액
(억원)

1 위 1936.08.26~08.28

3693 호

1,232

1 위 2002.08.30~09.01

RUSA

51,479

2 위 1923.08.11~08.14

2353 호

1,157

2 위 2003.09.12~09.13

MAEMI

42,225

3 위 1959.09.15~09.18

SARAH

849

3 위 1999.07.23~08.04

OLGA

10,490

4 위 1972.08.18~08.20

BETTY

550

4 위 2012.08.25~08.30

5 위 1925.07.15~07.18

2560 호

516

5 위 1995.08.19~08.30

JANIS

4,563

6 위 1914.09.11~09.13

1428 호

432

6 위 1987.07.15~07.16

THELMA

3,913

7 위 1933.08.03~08.05

3383 호

415

7 위 2012.09.15~09.17

SANBA

3,657

8 위 1987.07.15~07.16 THELMA

345

8 위 1998.09.29~10.01

YANNI

2,749

9 위 1934.07.20~07.24

3486 호

265

9 위 2000.08.23~09.01 PRAPIROON 2,520

10 위 2002.08.30~09.01

RUSA

246

10 위 2004.08.17~08.19

BOLAVEN)&
TEMBIN

MEGI

6,365

2,508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이용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
준임: 1995년 재니스(JANIS), 1999년 올가(OLGA), 2000년 쁘라삐룬(PRAPIROON) 피해
액은 호우와 태풍의 중복 피해액. 2012년 볼라벤(BOLAVEN)과 덴빈(TEMBIN)은 연이
어 발생하여 피해액이 중복되었음.

이상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대규모 지진이나 태풍 등의 대재해에는 많은 인명 피해
와 더불어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하다. “대규모 재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대
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는 최소화(減災)할 수 있다”는 안전 대책을 교훈으로 삼
아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중소기업의 BCP(Business Continuity Plan)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
2017년 중소기업 중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600,882업체
이며, 종업원 수는 15,127,047명이다. 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0.2%를 차지
하고, 중소기업은 99.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의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88%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12%를 고용하고 있다2).
한편 외국에서의 대기업체 수의 비중은, 일본의 기업체 수는 0.6%, 독일은 0.8%,
미국은 1.9%이며, 이들 대기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율은 일본은 25%,
독일 65%, 미국 50%인 반면에 한국은 12%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2. 중소기업의 BCP 개요
본 “ 중소기업의 BCP 개요는 참고 문헌 5) “ www.chusho.meti.go.jp/bcp/down
load/bcppdf/bcpguide.pdf”의 내용 일부를 번역・인용하여 수록하였다. 혹시 번역
과 원문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에 따른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사업 연속성 플랜)의 검토・책정에 의한 효과는,
대규모 재해 등의 긴급시에서는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고, 사업 활동의
지속적・조기 복구 등으로, 거래처에 제품・서비스 등의 공급 책임을 완수함으로
써 고객의 유지・획득, 기업의 신용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평상시에도 고객 관리,
재고 관리, 사원 관리 등의 경영의 효율화, 기업의 신용 향상에 이바지하는 효과
가 크다. 더욱이 개별 기업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모임회, 조합 등의 집단으로의
전개와 더불어 각 지역 단위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유지・향상 및 나아
가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향상에도 이바지한다.
대지진, 태풍, 대홍수 등의 대규모 재해 및 신종 influenza, 테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휩싸인 상황에서, 귀사가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사원과 그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경영자인 귀하는 이러한
긴급 사태를 직면하여도 어떻게 든 自社의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회사를 존속
시키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긴급 사태의 경우에, 귀하가 평소처
럼 판단하고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긴급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 긴급시 해야 할 행동이나 사태
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실시해야 할 행동을 미리 결정하여 두는 「BCP: 사업 연
속성 플랜」의 책정・운용이 유효하다. 또한 BCP는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귀하가 질병으로 입원하면 회사를 어떻게 계속하는가 등, 일상적인 경영
에서 생각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시화」하면, 그것이 최고 의사 결정자의 부재
라는 긴급 BCP가 되도록, BCP는 일상 경영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

본 지침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BCP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BCP를 책정하여, 책
정한 BCP를 일상으로 운용(교육 훈련과 계획의 검토) 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풍수해

교통사고
사원과 가족의 안전
고객으로부터 신용
매출 유지
정말 우리회사는 괜찮을까?

지진
화재

전염병

가. 중소기업 BCP(사업 연속성 플랜)이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 발생)에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귀중한 인재
를 잃거나 설비를 잃어 폐업에 이르렀다. 또 재해의 영향이 적었던 기업도 복
구가 지연되어 자사의 제품 ・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고객이
이탈하여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케이스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긴
급사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BCP는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를 의미
한다. 그러나 돌발적인 긴급사태가 BCP의 예상대로 발생할 리도 없다. 또한
BCP를 책정하고 있어도 평소에 하지 않은 것을 긴급시에 실시하는 것은 실제
로는 어렵다. 긴급사태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대처 방안에 대
해 검토를 거듭하여 평소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BCP를 수립할 때, 처음부터 이상을 추구하여 완전한 것을 목표로 하여도 실
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히려 도입을 망설이는 일도 있다. 따라서 우선 실
현 가능한 BCP를 책정하고, 개선을 거듭하여, 평소에 돌발적인 긴급 사태로의
대응력을 단련하는 것이 중소기업 BCP」의 참뜻이라고 할 수 있다.
BCP를 책정・운용하고 있는기업
■ 사업의 조기 복구・계속

BCP를책정・운용하지않는기업
■ 사업 축소, 폐업 긴급 사태

긴급 사태

경영의
안정・향상

경영악화
고객유출

중소기업BCP⇒긴급사태 대응능력의 향상

그림 3. 1 중소기업이 BCP를 책정・운용하는 효과의 이미지
경영자인 귀하는 매일 경영에서 고용・인재 육성, 세제 지원과 사업 승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CP의 책정・운용, 즉 사업 연속성을 위한
노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귀하가 고민하고 있는 고용・인재 육성과 같
이 일상적인 경영의 일환으로 대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BCP를 책정・운용함으로서 귀사는 긴급시의 대응력이 단련될 뿐만 아
니라 평소에도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P의 책정에 의해 자
기회사의 경영 실태(재고 관리 실태, 고객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상적인 경영 관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BCP의 책정・운용
에 의해 방재에 관한 융자 및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외에, 다른 거
래처나 외부로부터 신용이 높아 중・장기적인 실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BCP책정・운영의메리트
투자・
고용・
인재육성

IT활용

자금조
달

사업계
승

중소기업
의 경영
경영

사업지
속

판로개
척

대출・보험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거래처 신용 높아
짐
평소 경영관리 재확인

세제지원 경영혁
신
BCP는 특별한게 아니야

경영의 일환이냐ㆍㆍㆍ

만약
면?
상담

헷갈리

상공회의소, 상공회, 중
소기업 단체 중앙회, 변
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 기관 등

그림 3. 2 중소기업의 경영과 BCP
또 만일 BCP의 책정・운영에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상공 회의소,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등에 상담하는 것도
효과적이지요.

[칼럼] BCP에 임하고 있는 기업소개
학교나 양호, 노인시설 등의 택
배 목적지를 생각하면, 회사가
상품을 계속ㆍ공급 해야 하는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기
위해서 BCP에 대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사업 연속을 구체화
[제조업]
[소매업] 시키고 싶어 진다

전국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BCP 책정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사원의 안
전만이 아니고 고용보호, 자
사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다
해야 합니다.

※ 출처: 해당 기업 청취 결과 요약

나. 본 지침의 사용법
본 지침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사원과 함께 자사의 BCP를 책정하고, 정기
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BCP의 발동을 연습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중소기업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4가지 코-스를 준
비했습니다.
표 3. 1 본 지침에서 준비한 4 가지 과정
과 정
입문 코-스

목

적

BCP책정소요일수 기준

경영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BCP 양식에 기입 해 ・경영자 1명이 1~2
나감으로써 최소한의 BCP를 책정・운용 합니다.
시간 정도

기본 코-스

경영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BCP 사이클에 따라 ・경영자 1 명이 1~2
BCP 양식에 목표 복구시간 및 긴급 연락처 등의 구 일 정도
체적인 정보를 기입하여 BCP를 책정・운용합니다.

중급 코-스

BCP 사이클에 관한 이론을 배우면서, 경영자의 머릿 ・ 경영자 1명이 총 3~5
속에 있는 생각을 BCP 사이클에 따라 BCP 양식에 일 정도
목표 복구시간 및 긴급 연락처 등의 구체적인 정보 ・ 경영자와 서브리더를
를 기입하여 체계적으로 BCP를 책정・운용합니다.
포함한 몇명이 2~3일
정도

고급 코-스

BCP 책정・운용을 완료한 기업이 여러 기업과
제휴하여 노력하고, 더 깊은 분석을 실시하여 BCP
의 책정・운용을 강화합니다.

・경영자와 서브
리더를 포함한 몇
명이 총 1 주일 정도

주) BCP 책정에 한정된 일자 기준이며, 회사의 규모나 사업 내용, 사전 대책의 선정 내용 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별도 BCP의 운용(교육 훈련 및 계획 검토)를 해결하기 위한 시
간이 필요합니다.

■핵심사업 및 bottle neck자원 특정
■복구시간 목표설정
■피해 평가
■양식 확충
(직원 연락처 리스트, 주요고객정보
등)

STEP 1
BCP초판작성

STEP 2
BCP개정 2
판 작성

사업연
속계획
초 판

판 작성

사업연
속계획
초 판

경영의 일환으
로 BCP운용
사업연
속계획
개정 2 판

사업연
속계획
개정 2
판

BCP 대상확대,분
석심화,경영 일
환
으로 BCP 운용

사업연
속계획
개정 3 판

STEP 3
BCP개정 3

사업연
속계획
초 판

시간과 노력에 따라
입문, 기본, 중급 과정
에서 자사에 맞는 과정
중 하나를 선택 하세요.
어느 과정에서 시작할까
모르는 경우, 입문 과정
을 선택 하세요!

사업연
속계획
개정 3
판

그림 3. 3 본 지침의 사용법

BCP초판 작성
후, 비상 사태 대
응능력 향상을 위
해지속적으로 BCP
운영에대응합시다.

다. BCP 대응 상황 체크
본 지침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귀사의 현재 사업 연속성 능력을 진단해 봅시
다. 다음 페이지의 체크리스트 설문에 대해,「예」/「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 BCP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의 판정 결과
점검 결과는 현재 귀사가 긴급시의 사업 연속성을 향해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에 「Yes」의 개수 판정 내용(기준)을 참고하여, 본 지침
을 활용하여 BCP의 책정・운용에 대응하고, 귀사의 사업 연속성 능력을 높여
주십시오.
「Yes 」개수

판 정 내 용(기준)

16 ~ 20개

귀사는 BCP의 개념에 입각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본지침에 따라 BCP를 체크하여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 15개

긴급시의 대비 의식은 높은 듯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
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라 실질적인
BCP를 책정하여 평소부터 운용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 5 개

지금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귀사의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고,
폐업에 몰릴 우려가 큽니다. 본 지침에 따라 처음부터 BCP의
책정·운용에 노력하여 주십시요.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BCP 대응 상황 체크 리스트
인
적
자
원

물
적
자
원
(단
순)

물
적
자
원
(금)

물
적
자
원
(정
보)

체
제
등

Yes

No

불명

긴급사태 발생시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
보하기 위한 재해 대응 계획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해가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외에 발생하는 경우, 귀사는
사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
긴급시 필요한 사원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사원
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과 초기 응급, 심폐 소생시술 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까?
귀사의 건물과 공장은 지진이나 풍수해에 견딜 수 있습니까? 그리
고 건물 내부와 공장내에 있는 설비는 지진이나 풍수해로부터 보
호되고 있습니까?
귀사 주변의 지진이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있습
니까?
귀사 설비 유동성을 관리하고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귀사의 공장이 조업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급 업체로부터 원자재의
납품이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생산이나 조달하는 수단
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주일 또는 1개월 정도 사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을 파악하고 있
습니까?
귀하는 재해 후 사업을 재개하는 대에 현재 보험의 손해, 보상 범
위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전문가와 상담했습니까?
사전 재해 대책 및 재해시 복구를 목적으로 한 융자 제도를 파악
하고 있습니까?
1개월분 정도의 사업 운영 자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현금의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정보의 복사 또는 백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정보를 복사하거나 백업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요 고객 및 각종 공공 기관의 연락처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긴
급시에 정보를 발신・수집하는 수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영에 필수적인 IT 기기 시스템이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방법이 있나요?
자연 재해나 인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사업 활동이 어
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귀사의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복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어
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장이 출장 중이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리자가 지휘하는 체제
를 갖추고 있습니까?
거래처·동업자 등과 재해 발생시 상호 지원의 약속을 했습니까?

○ 결과 집계
인적자원
Yes 답변

_ / 4

물적자원(모노)
_ / 4

물적자원(금)
_ / 4

물적자원(정보)
_ / 4

체제 등
_ / 4

(합계)
_ /20

Ⅳ. 평상시 BCP책정과 운용(입문 코-스)
본 “ Ⅳ. 평상시 BCP책정과 운용(입문 코-스) ” 는 참고 문헌 5) “www.chusho.
meti.go.jp/bcp/download/bcppdf/bcpguide.pdf ” 의 내용 일부를 번역 ・ 인용하여 수
록하였다, 혹시 번역과 원문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에 따른다
여기서는 「입문 코-스」로, 앞으로 BCP를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
에 최소한 필요로 하는 BCP를「최대한 빨리」그리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책
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해설한다. 입문 과정의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의
실시 방법을 읽어 주시고, 입문 과정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신 후, 필요한 자료 등
을 준비해 주십시오
[

코-스 ]

입문 코-스의 [2.1 BCP 책정]과 [2.2 BCP 운용]을 읽으면
서 저장 또는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주
세요. 기입을 망설인 경우 「2.4 BCP기입 예(업종 별) 및
기업의 대응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양식에 기입이 끝나면,
입문 코-스의 BCP(초판)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 1
명으로 1~2 시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1 입문 코-스의 실시 방법

그러면「1. BCP 책정한다」로
이동하십시오.

1. BCP 를 책정한다
여기에서 BCP 책정 절차의 해설에 들어갑니다. 본 지침(입문 코-스)의 해설을
읽은 다음에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해 주세요.
가. BCP 책정 절차
BCP의 책정은 「① 기본 방침 책정」으로 시작하여 긴급시 지휘 명령 계통의
준비를 하여 두고 「⑤ 긴급시의 체제 정비」까지 5 단계의 절차를 밟아 갑니
다.

① 기본 방침 입안

② 중요 제품 검토

③ 피해 상황 확인

④ 사전 대책 실시

⑤ 긴급시 체제 정비
그림 4. 2 BCP 책정 순서
입문 코-스에서는 상기 5 검토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
로 어떤 것을 BCP로 챙겨 가면 좋은 것인지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긴급시체제정비

나. BCP 책정
(1) 기본 방침의 입안
BCP의 책정은, 「무엇을 위해 BCP를 책정할 것인가?」, 「BCP를 책정・운
용하는 대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BCP를 책정할 것인가?
사원의 고용을
위해

인명의 안전
을 위해
공급 책임을 완수
하고 고객의 신용
을 지키기 위해

지역 경제의 활
성화를 위해

그림 4. 3 기본 방침의 검토
기본 방침이란, 귀사의 경영 방침의 연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BCP를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사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급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신용을 지키는 등,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본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머리속에 있는 기본 방침을 [양식 1]에 기입하십시오.
[양식 1의 기입 방법 (1/2): 제조업의 예]
① 해당하는 방침을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

기 본 방 침



인명(사원・고객)의 안전을 보호한다



자사의 경영을 유지한다



공급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신용을 보호한다



사원의 고용을 보호한다

② 기입 내용 이외에 기본
방침을 생각하는 경우는
기입하세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



(의약품 제조이기 때문에) 사회의 수요에 부응한다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긴급시체제정비

(2) 중요 제품의 검토
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있지만, 재해 등의 발생시에는 한정된 인
원 및 기자재의 범위 내에서, 귀사의 사업을 계속하고, 기본 방침을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방침을 입안한 다음의 단계로, 한정된 인원 및 기자재에
서 우선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이하, 중요한 제품이라 한다)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 제품을
하나, 【양식1】에 기입하십시오.
[양식 1 의 기입 방법 (2/2): 제조업의 예]
귀사의 중요 제품 하나를 기입하십시오. 만약 중요 제품의 선택이 망설
여지는 경우, 상품・서비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자사의 매출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나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기입하십시오

중요 상품명
●● 社 로의△△△ 제품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비상시체제정비

(3) 피해 상황 확인
기업이 영향을 받는 재해에는 지진이나 신종 Influenza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로 인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고, 점포가 파손되어 제
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기에서
재해 등에 의해 귀사가 받을 영향의 이미지를 가져 봅시다.
구체적으로 [양식 2]의 “대규모 지진(진도 5 이상)이 예상되는
영향"을 읽고, 귀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미지해 주세요.
【양식 2 : 대규모 지진 (진도 5 약 이상)에서 예상되는 영향】

설 비

「원문 2.3 BCP 양식(입문 코-스)에서 [참고 1] 신종 플루(맹독성)에서도 예상되는 영향」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비상시체제정비

(4) 사전 대책의 실시
지금까지 지진 등에 의해 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미지가 붙어져 있습니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귀사는 중요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
고 중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사원과
기계, 설비 등 다양한 경영 자원(사람, 설비, 정보, 자본금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
서 긴급시에도 귀사가 필요한 경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사전 대책)을 평
상시에 검토・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대책의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 기관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는 "고객 관리부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 등 평소 귀하가 파악하고 있는
자사의 강점・약점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 람
사
전
대
책

정 보

■ 안부 확인 규칙의 정비

■ 중요한 데이터의 적절한 보관

■ 대체 요원의 확보

■ 정보 수집・발신 수단의 확보

자본금

설 비
■ 설비의 고정

■ 긴급시 필요한 자금 파악

■ 대체 방법의 확보

■ 현금・예금의 준비

그림 4. 4 사전 대책의 예

또한 귀사의 피해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복구가 어려울 경우나 일반 조달업체
의 제품・부품 등의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져 버린 경우, 비정상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대체 생산)하거나 비
정상적인 조달업체로부터 제품・부품을 조달(대체 조달)하는 등 다른 방법이 유효
합니다. 따라서 사전 대책의 하나로 미리 대안을 검토・실시해야 합니다.

긴급
사태

그림 4. 5 대체 방법의 필요성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비상시체제정비

구체적으로 사전 대책은「사전 대책 실시 상황의 파악」, 「사전대책의 검토・
실시」의 2 단계에 따라 검토・실시합니다
１

２

자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양식 3】에 기입
합니다

앞으로 실시해야 할 사
전대책을 검토하여 【 양
식 3】에 기입합니다

그림 4. 6 사전 대책의 검토 단계

또한 사전 대책은 안부 확인 시스템의 도입 및 내진 보강 실시 등 자금을 필요
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책(예를 들어, 여러 업무를
수행할 사원의 육성 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사전 대책에 대해서
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하고, 우선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책을 중심
으로 검토·실시하여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는 [양식 3]은 사전 대책의 검토 단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귀사의 사전 대책의 실시 상황 등에 대해 기
입하여 주십시오.

①기본방침입안

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비상시체제정비

【양식 3 의 기입 방법: 제조업의 예】

사전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① 실시상황에 대해서는「Yes 」,「No」를 체크해 주세요.

【Step1】사전 대책의 실시 상
황 파악
 예

사원의 안부 확인 규칙의
결정과 안부 확인 수단의
확보를 실시하 여 있는지?

아니오

【Step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휴대 전화 긴급 연
락망으로 안부 확인
을 실시할 수 있다
【중요 연락처】●
● 총무부장：XXXXXX-XXXX

누가하지?

언제지?

● ●
총무부장

실시완료

② ①에서「Yes」로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는、
自社에서 취하고 있는 대책을 기입하십시오

사전 대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① 실시상황에 대해서는「Yes 」,「No」를 체크해 주세요.

【Step1】사전 대책의 실시 상
황 파악

긴급시 필요한 직원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대행할 직원을 육성하
고 있는지?

 예

□아니오

【Step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누가
하지?

언제 하지?

○○기계의 조
작절차를 종업
원에 게 교육한
다

××
인사
과장

내년도 중

② ①에서 「No」라고 체크한 항목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사에서
실시해야 할 대책，대책을 실시하는 담당자, 실시 시기를 검토하고,
결과를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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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휴(공조)에 의한 사전 대책의 확충

사전 대책을 검토・실시 할 때, 귀사 단독으로는 대
책의 실시가 곤란 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
■
■
■

사원 수가 적기 때문에 대체 요원을 준비할 수 없고
1개사의 공급 업체와 거래뿐이므로 다른 업체를 준비할 수 없고
정전, 통신의 두절로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잔해 철거, 산란한 제품의 정리에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개인회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은 상가내 기업과 동일한 supply chain
에 속한 기업 등과 연대하여 BCP 책정・운용을 작성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기업과의 연대
인근 기업과 제휴의 예로, 긴급 대응시설 및 기자재(비상식품, 간이 화장실 등)를 상
가내의 기업과 공동으로 설치・비축하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발화 초기에 통신 두절
시 정보공유, 잔해철거 등, 공통 과제로서 인근의 다른 업종이라도 제휴하여 사업 지
속 활동을 효율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휴 활동의 하나로서, 상가내 기업 으
로 할 수 있는 사전대책, 상가의 방재지도 등을 정리한「BCP 게시판」을 작성한 예도

있습니다.
【상가 진흥 조합(Aichi현)의 제휴】
「게시판」라는 아이디어는 원래 개별기업이 직원에게 알기 쉽게 BCP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로 방재 맵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그 발전 판으로, 같은 조합의 재해 대책에 관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한 점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담은「상가 BCP 게시판」을 작성하였다.

<상가 BCP 게시판의 특징>
■ 상가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시 필요한 정보를 소개
「재해 직후의 행동 기준」,「피해 상정」,「상가 방재지도」,「주요 연락처 목록」등 상가나
인근 주민에 있어서 피해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 상가에 소속하는 점포가 BCP를 작성하는 부담을 경감
「상가 BCP 게시판」에는 BCP를 작성할 때 정리해야 할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정보는 각 점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통적인 정보가 된다.
■ 보고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
평소와 달리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재해시에도 즉시 피난장소를 찾거나, 연
락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출처: Aichi현 [2008] 「Aichi BCP 모델 BCP 대책 사례집」을 기초로 작성)

BCP 게시판 내용은 원문 [2.3 BCP 양식(입문 과정)]의 [참고 2]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상가등의 BCP 책정・운용을 생각하는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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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요제품검토

③피해상황확인

④사전대책실시

⑤비상시체제정
비

먼 지역 기업과의 연대
대규모 지진의 발생에 의해 많은 인근 기업들이 재해를 입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해 철거 등 재해 발생 초기 대응을 인근 기업
과 연대하여 실시하여도 사업의 지속 또는 조기 복구가 곤란 해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기업과의 연대를 생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귀하는
다른 県의 동업종 기업과 긴급시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먼 지역
기업과의 연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금업 (Kanagawa현)의 추진】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장이 가동할 수 없게 된 Koriyama 동업자에 대해,
Fukushima공장에서 대체 생산을 실시했다. 동회사는 Kanagawa현 도금
공업조합의 일원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물자의 공
급(일용품, 자재 등)이나 복구 작업원의 파견을 비롯해, 조합원 사이에
대체 생산하는 협정을 2009. 9에 체결하였다. 또, 2011. 4에는 Niigata현
도금공업조합과 Kanagawa현 도금공업조합 사이에「상오 연대 BC제휴
네트워크 ※」 조인을 체결을 하여 사업 연속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 생산시에는 다음이 문제가 되었다. 하나는 자사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도금인가? 예를 들어, 아연도금 전업자는 자사의 시설에서 다
른 도금을 할 수 없다. 다음은 자사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습
니까? 지원 인력의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품질·납기를 클리어 할 수
있는지 등 수량의 다소에 관계하지 않고 이들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
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이때 업체는 지진으로 자사 공장의 기계에 문제가 있어, 납기가 늦어
지지 않기 위해 막바지에 있었지만, 대체 생산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최
종 사용자와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 대규모 재해시에 니가타 현 도금 공업 조합과 카나가와 현 도금 공업 조
합의 조합원 기업끼리 대체 생산 등의 상호 협력하는 BCP의 업무
(출처: 중소기업청 [2011] "피해 지역 복구·부흥에 공헌한 중소기업 여러분의 노력")

이러한 기업의 협력은, 긴급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대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소부터 서로 돕고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소개한 사례 이외에도 최근 기업 간 협력 사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BCP
의 사전 대책을 생각할 때, 거래처 및 동업자 등의 제휴도 검토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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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긴급 체제 정비
실제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귀사가 사업 연속성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및 그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긴급 대응은 초동 대응, 복
구를 위한 활동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전 회사의 대응에 관한 중
요한 의사 결정 및 그 지휘 명령을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결정해 두는 것이 중
요합니다. 또한 총괄 책임자가 부재인 경우나 재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리 책임자도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귀사의 긴급시 총괄 책임자 및 대리 책임자는【양식 4】에
기입하십시오.

【양식 4 의 기입 방법: 제조업의 예】
① 비상 총괄 책임자를 확인하십시오. 총괄 책임자가 부재인
경우도 있으므로 대리 책임자도 2명 정해 둡시다.

총괄 책임자 역할의 예
■전 회사 대응에 관한 중요
한 의사 결정 및 지휘 명령

총괄책임자

대리책임자 ①

대리 책임자②

사 장

○●전무

●△공장장

【총괄책임자가 의사 결정 및 지휘 명령해야 할 전체 회사의 대응 예】
긴급
사태

수일～（복구로의 대응）

～ （초등 대응）
당일～

대응 내용 예

협력

■사원・고객의 피난
■사원・고객의 안부 확인
■피해 사원・고객 지원
■초기 진화
■지역에 대한 대응
(잔해 처리의 피난경로 확보)

○
○
○
○

대응 내용 예
■중요 제품 제공(・정지)
■각종 거래처와 연락 조정
■행정・업계 단체로 대응
■ 대외 정보 발신
■ 자금 확보

협력
○

-

② 비상 대응의 예를 확인하십시오. 비상 대응은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대
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목록은 긴급시 총괄
책임자의 행동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BCP 를 운용한다
가. BCP 의 운영 순서
정작 긴급 상황이 되었을 때, 「사원이 BCP 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없었다」,「BCP 에 정리되어 있는 정보가 오래되어 있어 유용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모처럼 BCP 를 책정하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사원에 BCP 의 정착이나 책정 한 BCP 의 검
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①BCP 의 정착」, 「②BCP 의 검
토」의 두 단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BCP의 정착

BCP의 검토

그림 4. 7 BCP 운영 절차

여기서는 책정한 BCP의 정착, 재검토에 관한 것
입니다. 조금만 하면 종료하므로 힘내 주세요！

①BCP의정착

②BCP검토

나. BCP 의 운영
① BCP 의 정착(사내 교육 활동의 실시)
BCP 는 책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 사태가 되었을 때, 직원이 BCP 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 됩니다.
따라서 BCP 를 책정한 후, 사원에게 BCP 의 내용 및 BCP 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내에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매년 1 회 이상 경영자가 직원에게 BCP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사원 각자가 BCP의 대응 상황, 역할 분담의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책정한 BCP 포인트에 관한 사내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BCP의 내용 등에 관한 사내 게시를 실시합니다.
그림 4. 8 교육 활동의 예

귀사의 조직 구성 및 교육 체계 등을 감안하여, [양식 5]에 귀사의 교육 계획을
기입하십시오. 또한, 적어도 매년 1회 이상은 경영자가 사원에게 BCP 진행 상황,
문제점을 설명하고 각자 활동 상황, 역할 분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양식 5 입력방법（1/2）：제조업의 예】
경영자가 직원에게 BCP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빈도를 기입하십시오.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 활동으로 귀사에서 그 외 실시 가능한 것을 기입하십시오

교
누 가？
경영자

육

계

획

무엇을 한다？

언제？ 또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직원에게 BCP 진행 상황과 문제점 설명한다

매년 1 회

생산 라인의 변경에 따른 BCP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장의 직원과 공유화 한다
××인사과장 BCP 포인트에 관한 사내 연수회를 개최한다
직원 각자의 BCP 의 역할 분담(외부와의 연락
●●영업부장
담 당 등)의 정기적인 확인을 한다
●△공장장

수

시

매년 1 회
매년 1 회

①BCP의정착

② BCP 검토

② BCP의 재검토

항상 BCP의 내용을 귀사의 상황에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CP를 검
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CP의 검토는, 예를 들어 고객 관리나 재고 관리 등 평
소에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경영관리의 연장에 있습니다. 경영관리의 결과, 고객
상황과 재고 상황 등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상품·서비스의 변경·추가,
생산 라인의 교체, 인사 이동 등이 있었을 경우는 BCP의 재 검토를 할 필요가 있
는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BCP에 반영합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 예정하고 있
는 사전 대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의 내용이나 실
시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정한 BCP에 귀사가 검토 기준을
기입해 두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귀사의 BCP 검토 기준에 대해 [양식 5]를 확인하십시오
【양식 5 기입력방법（2/2）：제조업의 예】
① 귀사의 BCP를 검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BCP를 재 검토하는 기준
평소 고객 관리, 재고 관리, 공급 업체 관리의 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품·서비스의 변경·추가 생산 라인의 재편, 인사 이동 등
이 있는 경우는 재 검토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BCP에 반영한다
■ 매년 1회 이상, 사전 대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BCP를 재 검토한다
■

② 기입 내용 이외에 재 검토 기준이 의심되는 경우는 기입하십시오

이제 BCP (입문 과정)의 책정은 완료됩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금후 책정한 BCP 에 대해 제대로
정착・검토를 합시다!

3. BCP 양식(입문 코-스：기입 시-트）
회색(

)으로 칠하여 져 있는 부분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세요.

사 업 연 속 성 플 랜

년

월

일 작성

년

월

일 개정(제

판)

BCP의 작 성 절 차

가. 【양식 1】 BCP의 기본 방침
1. 목적
2. 기본 방침
3. 중요 제품
나. 【양식 2】 피해 상정
다. 【양식 3】 중요 제품 제공을 위한 대책
4. 사전 대책의 검토
라. 【양식 4】긴급시의 체제
5. 긴급시의 총괄 책임자
마. 【양식 5】 BCP의 운용
6. BCP의 정착
7. BCP의 검토

가. 【양식 1】 BCP 의 기본 방침
(1) 목 적
본 계획은 긴급 사태(지진의 발생 등)에서도 사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2) 기본 방침
당사는 다음의 기본 방침에 따라, 긴급시 사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체 크

기

본

방

침

□

인명 (사원·고객)의 안전을 보호

□

자사의 경영을 유지한다

□

고객으로 부터 신용을 지킨다

□

공급 책임을 다하고, 사원의 고용을 보호한다

□

지역 경제의 활력을 보호한다

□

(3) 중요 제품
긴급시에도 자사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또는 복구되는 상품·서비스 (이하, 중요 제품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중 요

제 품 명

나.【양식 2】피해 상정
본 계획의 긴급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대규모 지진(진도 5 약 이상)에서 예상되는 영향

Life Line
■정전이 발생하여 수도와 가스가 멈
■춤

。

■

정보 통신
情報通信

■ 그 후, 케이블 단선 복구 등으로 순차
적으로 복구

도

로

■
■ 기타 도로에서 정체 발생

사 람
사

귀
사
의
영
향

■설비·비품 이동·전도, 내진성 낮은 건
물붕괴, 쓰나미 발생 등에 일부 사원 부상
■사원과 가족 부상, 교통 가관 정지 등
으로 일부 직원이 출근할 수 없게 됨

설

비

■ 공장·상점 등이 대파·도괴·침수
■ 고정하지 않은 설비·비품 이동·전도
■ 상품·비품류가 낙하 파손
■공급업체 피재해로 부품·원자재 등 조달
되지 못해, 상품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됨
발생하는 재해이지만, 신종

철

도

■
■

정 보
■ PC 등의 기기류 파손됨
■ 중요 서류·데이터(고객 관리부, 공급
업체 관리부, 전화 번호부, 상품 설계도
등) 복구할 수 없게 됨

자본금
■ 생산 중단과 직원 출근률 저하로
사업 중단, 매출 없어 짐
■ 회사 운전자금(직원 급여, 임차료
등),건물·설비 등 복구 자금 필요

다.【양식 3】 중요 제품 제공을 위한 대책
(4) 사전 대책의 검토
중요 제품을 제공하기위한 사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중요 제품

경영 자원(사람)으로의 사전대책
【Step1】사전 대책 실시 상황
파악

【Step 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누가
？

무엇을 하지？
사원의 안부 확인 규칙
의 결정과 안부 확인
수단의 확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긴급시 필요한 직원이 출
근할 수 없는 경우, 대행
할 수 있는 직원을 육성
하고 있는지？

언제？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경영 자원(자산) 사전대책）
【Step1】사전 대책 실시
상황 파악

집기나 선반 등 설비
는 고정되어 있는가?

원재료의 대체 조달
및 대체 생산 등, 업
무를 대체하여 실시
하는 수단을 확보하
고 있는가?

□예
□아니오
□ 예

□아니오

【Step 2】 사전 대책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누가
？

언제하지
？

경영 자원(정보)의 사전대책
【Step 1】사전 대책 실시 상황 파악

【Step 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누 가？

언 제？

중요한 데이터를 특별히 보관 □ 예
(백업, 내화 금고 등)하고 있는
가?
□ 아니오
긴급시 거래처 등에 정보를 발 □ 예
신, 거래처 등의 정보를 수집
하는 수단을 정비하고 있는지? □ 아니오

경영 자원(자본금)의 사전대책

【Step 1】사전 대책 실시 상황 파악

【Step 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조업이 중단된 경우, 필
요한 운전 자금은 파악
하고 있는지?

□ 예

긴급 운전 자금으로 활
용할 수있는 현금·예
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 예

누 가？

언제？

□ 아니오

□ 아니오

기타 사전 대책

【Step1】사전 대책 실시 상황
파악
거래처 및 동업자 등과 □ 예
재해 발생시 상호 지원
□ 아니오
에 대해 동의하는지?
□ 예
□ 아니오

【Step 2】사전 대책의 검토・실시
무엇을 하지？

누 가？

언 제？

라.【양식 4 】

긴급시의 체제

(5) 긴급시의 총괄 책임자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 사태가 되었을 때의 총괄 책임자 및 기관 책임
자는 다음과 같다.
총괄 책임자의 역할

총괄 책임자

■ 전 회사의 대응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 및 지휘 명령

대리 책임자 ① 대리 책임자②

사 장

총괄 책임자가 의사 결정 및 지휘 명령해야 할 전 회사의 대응 예

긴급
사태

～

대응 내용 예

제휴

대응 내용 예

제휴

■ 직원·고객의 피난

○

■ 중요 제품제공(·정지)

－

■ 직원·고객의 안부 확인

－

■ 각종 거래처와 연락조정

－

■ 피해 사원·고객 대응

○

■ 행정·업계 단체로의 대응

○

■ 초기 소화

○

■ 대외 정보 발신

－

■ 지역에 대한 대응

○

■자금 확보

－

(잔해처리에 피난 경로 확보)등

등

○ 항목은 기업들이 연계(공조)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경우로 생각되는 것

마.【양식 5】 BCP 의 운용
(6) BCP 의 정착
BCP 의 중요성과 진행 상황 등을 사내에 주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계 획
누가?
경영자

무엇을 하지？
직원에게 BCP 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을 설명한다

언제? 또는 얼마나 자주?
매년

회

(7) BCP 의 검토
BCP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BCP 검토를 실시 한다.
BCP 검토 기준
■ 평소의 고객 관리, 재고 관리, 공급 업체 관리의 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품·서비스의 변경·추가, 생산 라인의 재편, 인사 이동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BCP 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BCP 에 반영한다
■ 매년 1 회 이상, 사전 대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BCP 를 다시 검토한다.

Ⅴ. 결 론
대규모 지진, 대홍수, 한파, 태풍 등의 대재해에는 많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재산상
의 피해도 막대하다. “대규모 재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
면 피해는 최소화(減災)할 수 있다”는 안전 대책 교훈의 일환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평소에 지도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BCP(사업 연속성 플랜)에 대해 기
술하였다. 즉 중소 기업체들이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직면하였을
경우, 중소 기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 평소에 BCP(사업 연속성 플랜)를 도입하
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Supply chain
을 차단시키지 않는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종업원 수 비율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기업이 대규모 재해에 직면하였을 경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 기업체들
의 Supply chain을 차단시키지 않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 BCP(사업 연속성 플랜)
의 입문 코스의 기입 시-트 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맹독성 influenza, 제조업,
서비스·소매업, 운송업, 음식·숙박업, 평상시의 BCP책정과 운용(기본·중급코스
공통, 고급코스), 긴급시 BCP의 발동, 사전 대책 매뉴얼 일람, BCP의 양식 종류
(기본, 중급, 고급코스)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므로 추후 기회가 있으
면 수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지진, 태풍, 대홍수, 한파 등의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 기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 평소에 준비하여야 할 대책의 작성에
一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BCP(사업 연속성 플랜) 작성은 국가의 대재해 등 긴
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
절히 바라며,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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