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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연속성관리체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또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야의 모범규준 및 구축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민간의 시설관리 분야 및 공공기관의 국가기반

체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연속성관리체계 구축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의 비교와 시설관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관리 구성요소의 검토를 통해 민간

시설관리 분야 및 공공기관에 적합한 시설관리 분야의 연속성관리체계 구축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기능연속성, 프레임워크, 사업연속성확보계획, 사업연속성관리, 시설관리

ABSTRACT Until now, there were many BCMS case studies in financial sector based on best practices in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However, the research on the standardized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framework that practically appli-

cable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based national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management are relatively scarce.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search to seek the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framework suitable for the private or public sector-based facility

management through the comparison review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frameworks and

the reviews of continuity management compon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or public sector-based facil-

ity management.

KEYWORDS COOP, Framework, BCP, BCM, Facility Management 

1. 서 론

기업의 시설관리(환경관련 업무 포함)와 관련된 경영시

스템으로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ISO 140011)(환경경영시

스템) 및 OHSAS 180012)(안전보건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ISO 550013)(자산경영시스템) 규격이 발간

되어 설비자산의 전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최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시설관리 관련 국제 규격은 조직 내 시설,

환경/안전/보건, 설비 관련 업무에 국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응 가능한 재해/재난의 범위가 시설물 재해, 시설

안전, 조직 내 보건, 환경 이슈, 설비고장 등의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1차적 대응을 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이러한 1차적 대응을 포함하여 연쇄적으로 관련 조직의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물을 이

용하는 사용자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연속성 관점에서 시설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를 보호하고 업무 기능의 연속성체계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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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O 14001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표준으로 발간한 환경영 시스템 
2)OHSAS 18001 : 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경영 시스템
3)ISO 55001 : 자산경영시스템(Asset management -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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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사 표준 및 관련 구축 방법론의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연속성관리 구축 프레임워크를 모색 하고자 한다. 

2.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배경

2.1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 개요

사업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이하 ‘BCM’)체계 구축을 위해 참조 되는 표준은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223014) 표준과 미국방화협회

에서 제정한 NFPA16005)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준

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핵심기능의 운영연속성

확보를 위해 NFPA1600 기반의 연속성관리체계인 COOP6)

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표준 또는 지침을 기

반으로 실제 산업분야별 구축 가능한 형태로 통합적 인식

구조, 개념적·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실제 구현을 위한 통합

적 프레임7)을 정의하는 것이다. 

2.2 분야 별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 특징

국내 연속성관리 관련 지침 및 기준으로는 금융감독원

4)ISO 22301(2012) : Societal security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5)NFPA1600 : 미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발간한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6)COOP(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 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능연속성관리 프로그램
7)최종술(Jong Sool Choi) (법정리뷰, Vol.32 No.2, [2015])  프레임 분석 방법론의 모색에 관한 연구 4-5 

표 1. 주요 사업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 특징 비교

항목 KS A/ISO 22301
금감원 영업연속성계획 (BCP)

모범규준(안)
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구성체계 PDCA Model - PDCA Model

적용범위 제한 없음 금융업(제1금융권) 제한 없음

Plan 주요 요건

4 조직의 상황

4.1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4.2 이해당사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4.3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4.4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5 리더십

5.1 리더십 및 의지표명

5.2 경영자 의지표명

5.3 정책

5.4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6.2 비즈니스/업무연속성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계획

7 지원

2. BCP관련 조직의 역할

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

3.1 기업 경영현황 이해

3.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

위설정

3.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3.4 리더십

3.5 운영 지원

4. 목표달성계획 수립

4.1 목표설정

4.2 목표달성 계획

Do 주요 요건

8 운영

8.1 운영 기획 및 통제

8.2 비즈니스 영향 분석 및 리스크 평가

8.3 비즈니스/업무연속성 전략

8.4 비즈니스/업무연속성 절차 수립 및 실행

8.5 연습 및 시험실시

3. 영업영향분석 및 위험평가

- 영업영향분석

- 위험평가

4. 영업연속성 관리 전략의 수립

5. 영업연속성계획 의 수립

- 위기관리방안 마련

- 영업재개 절차

- 기술자원의 복구

- 중요 정보/기록의 관리

6. 대체사업장의 마련

7. BCP의 시범시행(테스트)

5. 운영 및 실행

5.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

5.2 업무영향분석

5.3 리스크 평가

5.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5.5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실행

6. 교육 및 훈련

6.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2 연습 및 훈련 평가

Check 주요 요건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 심사

9.3 경영진 검토

8. 모니터링 및 보고

7. 수행평가

7.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7.2 재해경감활동 평가

7.3 내부감사

7.4 경영진 검토

Act. 주요 요건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 조치

10.2 지속적 개선

N/A
8. 개선

8.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8.2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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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 금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업연속성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모범규준(안)”을 발표 하였

으며,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소방방제청(현

국민안전처)에서 2013년에 안전행정부고시로 관계법령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조에 의거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활

동계획 수립기준”을 발표 하였다. 

분야 별 지침 및 기준을 한국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KS/

A ISO22301:2013과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

위 표와 같이 KS A/ISO 22301와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은 PDCA Model8)이 적용되어 유사하며 또한 ISO

의 Annex SL에 따라 High level structure9)의 구조와 동일하

다. 금감원 영업연속성계획(BCP)모범규준(안)은 BIS10)의

BASEL II 규약11) 내 ORM12)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

인 BCM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 시설관리 분야 연속성관리 구축 프레임워크 모색

3.1 기존 연속성 프레임워크 검토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BCM Framework 및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COOP의 대표

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1) ISO 22301 PDCA Cycle(2012)

2) BCI - BCM Life Cycle (GPG2013)

3) NFPA 1600(2013) - Management System 

 

그림 1. ISO 22301 PDCA Cycle

 

 그림 2. BCI - BCM Life Cycle

 

그림 3. NFPA- BCP Management System

8)ISO의 경영관리 표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월터 슈하트(Walter A. Shewhart),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9)Annex SL는 ISO Directives에서 제안된 사양으로 향후 발간되는 ISO 표준의 High level structure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술된 부속서임 
10)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1930년에 설립된 국제결제은행
11)1974년 설립된 BIS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국제적 영업을 영위하는 은행 간의 공

정 경쟁 및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안한 리스크 규제 프레임워크의 2번째 버전임
12)BASELL II 규약 내 운영리스크관리체계(Operation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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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inuity Program Management (Homeland Security

Council, National Continuity Policy Implementation Plan)

위와 같은 다양한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는 범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설관

리 분야에 적합한 연속성관리 구축 프레임워크는 없는 실

정이며, 이러한 시설관리 업무 특성이 반영된 구축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

3.2 시설관리 분야의 사업 특성

BCM 관점에서 공공 시설관리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

는 불특정 다수의 대국민이며, 민간 기업의 경우는 이해관

계가 있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다. 또한 대부분

다중 이용시설의 건축물 및 인프라(Utility)에 대한 관리 업

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공공성이 매우 높은 특징 가지고 있

으며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시설관리 업무가 중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 하거나 입주 기업/기관

의 업무가 연쇄적으로 중단된다. 

BCM 관점의 시설관리의 방향성은 재해/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이 아닌 시설물 운영 중단이 미치는 영향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수립 할 필요가 있다.

3.3 시설관리 분야의 전략 수립 대상 검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한 ICT분야 경영관리 시스템인

ISO 2730113)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ISO 22301의 경우 Societal security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ISO 27031은 ICT에 특화된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으로 ICT 특화되어 설계 되어있다.

따라서 전략 수립 대상 측면에서도 ISO 22301과 ISO

27031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수립의 관점의 차이점에 볼 때 시설관리 분

야의 전략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이 ISO 22301 및 ISO27031

전략 대상과 시설관리 주요 업무 유형을 고려하여 시설관리

분야 BCM 프레임워크의 전략 요소를 수립해 볼 수 있다. 

 

그림 4. 미국 Homeland Security Council - Continuity Program 

Management

13)ISO 27000 시리즈 중 하나로 IT분야의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Guidelin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 임

표 2. ISO 22301 & ISO 27031 전략 대상 

ISO 22301 전략 대상 ISO 27031 전략 대상

a) people,

b) information and data,

c) buildings, work environment and associated utilities,

d) facilities, equipment and consumables,

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ystems 

f) transportation 

g) finance, and 

h) partners and suppliers.

1) Skill and Knowledge,

2) Facilities,

3) Technology,

4) Data,

5) Processes, and

6) Suppliers

ISO 22301 & ISO 27031 전략 대상 취합 

① People,

② Information and data (4) Data 포함),

③ Skill and Knowledge,

④ Buildings, work environment and associated utilities,

⑤ Facilities, equipment and consumables (2) Facilities 포함),

⑥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ystems (3) Technology 포함),

⑦ Processes,

⑧ Transportation,

⑨ Finance,

⑩ Partners and suppliers (6) Suppliers 포함)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Security, Vol. 9, No. 1

연속성관리 구축 프레임워크 모색에 관한 연구 5

위와 같이 Mapping결과 ④ Buildings, work environment and

associated utilities, ⑦ Processes를 제외 하고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④, ⑦의 전략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전략 요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관점의 정의를 반영한 전

략 수립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4 전략 요소가 반연된 연속성 구축 프레임워크 설계 방향

위와 같이 범용적인 연속성 프레임워크와 시설관리 분

야의 특성 그리고 전략적 요소가 고려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반영되어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연속성 프

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 

첫째, 범용적 연속성 규격인 ISO 22301의 PDCA Cycle을

기본적인 근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관리 업무 특성이 반영된 연속성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관리 연속성을 위한 전략 요소가 기본적으로

표 3. ISO 22301 & ISO 27031 전략 대상 연관성 분석

시설관리 주요 

업무 유형

ISO22301/ISO27031 전략 수립 대상

① 
People

②
 Information~

③
Skill~

④
Buildings~

⑤
Facilities~

⑥
ICT System

⑦ 
Processes

⑧
Transportation

⑨
Finance

⑩
Partners~

건축

기전

소방

조경

환경관리

교량/시설물

공원(매표소)

교통시설

도로 및 구조물

문화체육시설

      

       

       

      

       

        

       

        

       

      

그림 5. 민간 분야 시설관리 BCM 구축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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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규격(ISO 14001, OHSAS 18001, ISO 55001

등)과 용어 및 참조에 있어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3.4.1 민간 분야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BCM 구축

프레임워크

위와 같이 ISO 22301 요건과 시설관리 분야의 업무적 특

성을 고려한 사업연속성 구축 프레임워크는 [그림 5]와 같다.

3.4.2 공공 분야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운영연속성

구축 프레임워크

미국의 NIPP14) 및 COOP의 요건과 ISO 22301 요건을 고

려하여 모색한 시설관리 분야 운영연속성 구축 프레임워

크는 [그림 6]과 같다.

4. 결 론

여기서 모색된 시설관리 분야의 연속성 전략 요소는 연

속성체계를 수립에 있어 중 매우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전략 요소가 잘 반영된 프레임워크의 수립은

PDCA Cycle의 Plan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성 제시할 수 있으며,

Do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절차(Procedure)를 개

발 할 수 있게 하며, Check/Act.단계에서는 검증 및 이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관리 분야의 연속성 프레임워크 구

축에 중점을 두고 검토 및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외의

연속성 구성요소는 기존 BCM 프레임워크 및 COOP 체계를

적용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실제 분야별 현장에 본 시설관리

분야의 연속성 구축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범 구축을 통

해 실질적 효과성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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