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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BCMS 적용

A Study on How to Effectively apply BCMS for small-scale

manufacturing under 50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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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5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BCMS를 적용 하는데 효

과적인지 연구하였다. BCMS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현재 BCM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

는 대부분 크며, 기업인들의 인식도 큰 규모만이 BCMS가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업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50인 이하의 제조업이 어떻게 BCMS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를 개발하여 소규모 기업도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BCMS를 적용 하고자 한

다. 일단 50인 이하 소규모 업체는 조직의 상황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간단하다. 또한 이해관계자

도 대부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BCMS를 수립하기 위해 파악하여야 할 핵심 업무나 관련 리스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착안을 하여 기존에 대부분 갖추고 있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연속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50인 이하 기업도 별도의 추가시스템이 아닌 통합시스템의 일환으로

손쉽게 BCMS를 적용하여 어떠한 리스크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BCMS

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방식보다 기존에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통합시스템 접

근방식이 키포인트이다.

1. 서 론

5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부품에 대한 임가공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15),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20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2018)을 구축한 경우가 많다. 세 가지 경영시스템은 모두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BCMS도 마찬가지 경우로 4가지 시스템 모두 공통사항을 두고 있다. 이 특

성을 활용하여 각 시스템의 유사성을 최대한 적용한다면 소규모 업체라 할지라도 별도의 개별시스템을 갖추

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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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S와 타 경영시스템의 공통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범례: 시스템 적용방식 동일 비율 

80% 이상 동일 60% 이상 동일 20% 이상 동일

요구사항 ISO22301(BCMS) ISO9001(QMS) ISO14001(EMS) ISO45001(HSMS)

4 조직의 상황 조직의 상황 조직의 상황 조직의 상황

5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6 기획 기획 기획 기획

7 지원 지원 지원 지원

8 운영 운영 운영 운영

9 성과평가 성과평가 성과평가 성과평가

10 개선 개선 개선 개선

위와 같이 상당부분 적용되는 항목이 동일하며 기존 시스템에서 적용된 방법과 조사된 내용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처음 BCMS를 도입할 시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

에 대해 충분히 감소 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ISO 에서도 통합시스템으로 권고하는 위 표의 HLS (HIGH

LEVEL STRUCTURE) 구조이다.

3. 결론

각 시스템별 공통사항 항목을 BCMS에 접목하는 연구는 시스템별 특징을 찾아내어 하나의 툴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BIA에서 선행과정인 핵심업무를 도출하기 위해 타 시

스템에서 파악된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에

파악되어 있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하여 BCMS를 구축한다면 소규모 조직이라도 멀게만 느껴지

던 기업연속성관리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향후 각 시스템별 적용에 대한 툴을 개발

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쉬운 접근방식이 적용된 BCMS 구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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