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 년 동안 Continuity Central은 사업연속성 전문가에게 매년 다가올 1 년 동안의 기대치를 묻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설문은 2017 년 4 분기에 실시된 가장 최신 설문이며, 181명의 응답자를 상대로, 응답자의

대다수(81.8%)는 대기업(직원이 250명이 넘는 회사)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거주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미국(32.6%), 영국(25.4%)순이었다. 또한 호주(10.5%), 유럽 대륙(9.4%),아시아 태평양(6.7%)의 비율을 차지했다. 

본문을 통해 이전 연도인 2016년 4분기 설문과 비교했을 시, 흥미로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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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연속성

Trends & Challenges
(원문출처 : Continuitycentral.com, 2018.01.03)

설문 조사의 첫 질문은 “2018년에 조직이 사업연속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어떤 수준의 변화가 예상됩니까?”였다.

응답자의 17.5%는 조직에서 사업연속성을 관리하는 방

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50.3%는 작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32.2%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했다.

17.5%

50.3%

32.2%

그림 1. 2018년도의 조직 내

사업연속성 관리 변화 예상 응답

변화 없을것 작은 변화 있을 것 큰 변화 있을 것

2018 사업연속성 주요 변화 예상 2018년의 변화를 예상하는 응답자의 82.5 %는 조직 내에서

사업연속성 관행이나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1) BCM 또는 BCP 전략 수립에 중대한 수정사항

전년도와 동일하게 2018 년에 다시 예상 변동사항 목록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올해의 응답 비율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4 %를 기록했다. (10%, 2017년)

2) 새롭거나 업데이트 된 사업연속성 소프트웨어 구현 2017 

년에는 응답자의 9%가 새로운 사업연속성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18 년에는 10.8 %로 소폭 증가했다. 

(9%, 2017년)

3) 사이버 위협에 대한 준비

응답자의 10.2 %는 2018 년에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위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했다.(9%, 2017년)

4) 테스트 및 훈련

테스트 및 훈련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9.5 %에 달한다. (7 %, 2017년)

5) 새로운 IT 재해 복구, 가용성 또는 클라우드 기술

2017 년에는 응답자의 9 %가 해당 연도에 구현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되어 응답자의 7.5 %는 2018 

년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결과를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업연속성 관련 지출비용 예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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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속성에 대한 지출비용은 많은 조직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 될 것이며, 응답자의 51.98 %는 2018 년

사업연속성 지출이 2017 년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수치는 2017 년 조사한 수치인 52.1 %고 유사함)

2018년 사업연속성 지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017 년 조사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2018 년 사업연속성 지출이 33.9 %로 증가할 것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27.7 %는 사업연속성 지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2 %는 훨씬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7 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4.9 %는 사업연속성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그 중 28.4 %는 지출

상승을, 6.5 %는 지출 상승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6 % (8.9 %, 2017년)는 2017년보다 조직의

사업연속성 지출이 2018년에 더 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4.5 % (4.1 %, 2017년)는 '훨씬 더 낮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2018 년에 조직의 사업연속성 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상되는지 물었다.

대다수인 69.5 % (74.0 %, 2017년)은 ‘사업연속성 팀이

동일한 규모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3.2 % (19.5 %, 2017년)는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7.3 % (6.5 %, 2017년)는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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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년도 대비 2018년도의

사업연속성 지출비용 예상

증가 감소 무응답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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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직의 사업연속성 팀의

규모 성장 예상

동일한 규모로 유지예상 성장 예상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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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변화 추세 Top 10 (2017년 결과)

• 20.4 %가 BCM 또는 BCP 전략 수립에 주요 개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9.5 %, 2017년)

• 10.8 %가 새롭거나 업데이트 된 사업연속성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계획이다. (9 %, 2017년)

• 10.2 %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위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7 %, 2017년)

• 응답자의 9.5 %는 2018 년에 테스트 또는 훈련 활동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 (7 %, 2017년)

• 7.5 %는 새로운 IT DR, 가용성 또는 클라우드 기술을 구현할 것이다. (9 %, 2017년)

• 응답자의 6.8%는 중요한 회사 / 조직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기재, 2017년)

• 응답자의 6.1 % 은 2018 년 동안 다른 팀과 BCM의 통합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미기재, 2017년)

• 응답자 조직의 4.7 % 은 공급망 연속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 (3%, 2017년)

• 응답자의 4.7 %는 조직의 고위층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기재, 2017년)

• 3.4 %는 사업연속성 인식 프로그램 실시 예정한다. (2.5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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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변동사항 Top10

2017 2018

변동 목록의 Top 10으로 기재된 새로운 항목:

• 응답자의 6.8 %는 회사 / 조직 구조 변화가 2018 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2 % 미만, 2017년)

• 응답자의 6.1 %는 2018 년에 중대한 변화로 사업연속성 관리를 다른 조직 팀과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 
미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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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2018 년에 조직 내 사업연속성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Top Challenges)'에 관한 설문에 응답했다.

‘사업연속성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 질문 내용은 이전의 Trend & Challenge 설문 조사와 동일했으나,

2018년도의 응답률은 이전의 설문조사와는 다른 수치를 기록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Top 3 최대 과제(Challenge)와 기타 과제로 꼽힌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속성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

2017 2018

49% 34.4%

2017 2018

- 10.5%

2017 2018

2.5% 12.9%

2017 2018

11.5% 8.6%

2017 2018

2.5% 6.7%

2017 2018

- 3.7%

•예산부족과자원부족이가장최대과제로생각함

•최고경영진의결여, 구매및지원부족이

최대과제로생각함

•사업연속성작업에사용할수있는시간이

부족한것이최대과제로생각됨

•사업연속성관리시,조직혼란을야기하거나

자원낭비를도모하는기타문제가최대과제로생각됨

•조직의사업연속성에대한일반적인냉담한반응이

최대과제로생각됨

•높은수준의조직변화갈망이최대과제로생각됨

기타과제

34.4%

10.5%

12.9%

19.0%

그림 5. 사업연속성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

예산과 자원부족 최고 경영진의 결여 부족 시간 부족 기타

Top 3최대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