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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ISO22301 및 

他인증제도 내 BCM의 역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ISO22301은 2012년도 

초판일 것이다. ISO22301 은 공표 후 8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2019년) 새로이 업데이트된 

개정이 배포되었다.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이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기업의 핵심기능을 복구해내는 총체적인 경영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BCM체계 구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한 비상대응을 수행하고, BCM선언을 

통해 전사의 부서가 BC(Business Continuity) 전략 및 플랜을 가동하여 주요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여, 원 업무의 복구 및 정상화 이루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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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속성관리(BCM) 범위 

ISO22301:2012란, 이러한 BCM의 국제 표준인증이다. 이는 2012년 최초 공표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ISO 전문가 그룹은 공표 후 7년이 지난 2019년, 종종 거론되었던 ISO22301 초판의 

명확성 및 내용의 구조화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새로이 개정 버전인 

ISO22301:2019을 발표하였다. 

 

2012 버전과 비교한 2019 새버전의 모습 

2019년 새로 발표된 ISO22301:2019의 주요 변경 영역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용어 

‒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주요 용어들의 정의 변경 

⇒ “용어 및 정의(Terms and Definitions)”에서 용어 정의 수정, 제거 또는 추가 

[변경 사항] 

Terms Status  Terms Status 

Consequence Introduced  Supply chain Introduced 

Disruption Introduced  Training Introduced 

Emergency Introduced  BCM Removed 

Impact Introduced  BCP Removed 

Information Introduced  Document Removed 

Likelihood Introduced  Infrastructure Removed 

Management Introduced  Invocation Removed 

Measurement Introduced  MAO, MTPD, MBCO Removed 

Planning Introduced  Risk appetite Removed 

Protection Introduced  BCMS Removed 

Recovery Introduced instead of “RPO, 

RTO” 

 Prioritized 

activities 

Changed to “Prioritized 

activity” 

Resilience Introduced  Product or service Slightly modified 

Review Introduced  Testing Replaced by the ter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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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 비즈니스 연속성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단계 및 관리 시스템을 구현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섹션 재배치 

⇒ 중복된 내용의 경우 병합 또는 제거 

새로운 ISO22301:2019는 사실상 다른 ISO 경영시스템 표준들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용어와 ISO 문서의 구조를 주로 변경하였으며, 용어와 구조의 변경에 

따라 요구 사항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이에 따른 BCM체계 수립/운영 단계에서의 새로운 

요구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각 조항별 세부 변경 사항 

ISO22301의 조항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절 변경내용 

3절 

Terms and 

definitions 

(용어 및 정의) 

• 내용 일부 수정 - 하기는 주요 변경 사항만을 기술함 

⇒ “BCM”, “MAO, MTPD, MBCO, RTO, RPO”, “Risk Appetite” 삭제 

⇒ “Documented procedures”에서 “Documented information”로 용어 변경 

4절 

Context of the 

organization 

(조직의 상황) 

• 내용 일부 수정 (구성 변경) 

⇒ 각 절의 시작 부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하위 조항 추가 

⇒ 4절에 대한 소개로 4.1조 추가, 4.2조항에 대한 소개로 4.2.1 추가 

5절 

Leadership 

(리더십) 

• 내용 일부 수정 (조항 간소화) 

⇒ 5.1 Leadership and commitment와 5.2 Management commitment를 5.1 Leadership and 

commitment로 통합 

6절 

Planning(계획) 

• 내용 일부 수정 (내용 수정 및 조항 추가) 

⇒ 6.2조에서 기존의 Top Management 가 아닌 Organization 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용 수정 

⇒ 6.3조 ‘Planning of change to the BCMS’ 조항 추가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계 

최고의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추가 결합했다.” 

“회복탄력적인 조직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취약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있으며, 

일이 잘못될 경우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 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하려면 조직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이행하기 쉬운 대응 계획 및 사건과 상황 발생에 있어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James Crask: ISO22301 표준을 개발한 ISO 전문가 그룹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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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Support(지원) 

• 내용 일부 수정(내용 단순화) 

⇒ 7.4 Communication은 육하원칙(5W 1H)에 의거하여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결정 하는 것으로 내용을 단순화 

8절 

Operation(운영) 

• 내용 일부 수정(삭제, 용어 단순화, 내용 일관성 제시) 

⇒ 8.2.2조 ‘Business impact analysis’에서 영향평가 단계 의무화(수준 향상)  

⇒ 8.2.2조에 ISO22318(공급망 연속성), MTPD, RTO에 대한 참조 추가 (용어 정의 조항에서는 제거) 

⇒ 8.2.3조에 조직 Risk appetite 에 맞춰 Risk Treatments 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삭제 

⇒ 8.3조 Business continuity strategy에서 Business continuity strategies and solutions으로 명칭 변경 

⇒ 8.4조 Establish and implement business continuity procedures에서 Business continuity plans and 

procedures로 명칭 변경 

⇒ 8.4.4조 Business continuity plans(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서 Documented procedures를 Documented 

information로 변경 

⇒ 8.4.4조에서 영업 중단 발생 시, 팀-자원 간 명확하게 연결  

⇒ 8.5 Exercising and testing에서 Exercise program으로 명칭 변경 

9절 

Performance 

evaluation 

(수행평가) 

• 내용 일부 수정(조항 간소화) 

⇒ 기존 9.3조 Management review 내용을 9.3.2 Management review inputs과 9.3.3 Management 

review outputs으로 구분 및 명확한 역할분담 요구 

10절 

Improvement 

(개선) 

• 내용 일부 수정(조항 간소화) 

 

ISO22301의 연계 적용 

뿐만 아니라, ISO22301이 개정되며 이와 연계된 표준에도 개정 내용 업데이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BCM 2020년도 개정 예정인 ISO22313이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Appendix ▶ 그 외, BCM이 등장하는 타 인증 등은 무엇이 있을까? 

BCP/BCM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그 외 인증들은 하기와 같다.  

ISO22301의 개정에 따라 하기 상세 통제 항목에 그 즉시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신 트렌드 반영을 통한 전반적인 BCM체계의 수준 고도화를 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구분 통제항목 내용(목적 또는 요구사항) 상세 통제 항목 

ISO27001 사업연속성 관리의 

정보보안 측면 

• 사업활동에 방해요소를 완화시키며 주요 실패 

및 재해의 영향으로부터 주요 사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 정보보안연속성 계획 

• 정보보안연속성 구축 

(연속성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절차 및 통제를 수립, 문서화, 이행, 유지) 

• 정보보안연속성 검증, 검토 및 평가 

• 정보처리설비의 가용성 

NIST SP800-34  사업연속성 관리의 

정보보안 측면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연속성 보장은 계획, 절차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가 

재해로 인한 기능 상실로부터 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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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의견을 포함하는 

전략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함 

KISA ISMS IT 재해복구 측면 • KISA ISMS에서, IT 재해복구 체계 구축 

여부, 영향분석에 따른 복구대책 수립 여부, 

주기적인 시험 및 유지관리 절차 수행 여부 

점검을 통해 BCP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음 

• IT 재해복구 체계 구축 

• 영향분석에 따른 복구대책 수립 

• 시험 및 유지관리 

IATF 16949 자동차 품질경영과 

관련된 비상계획 측면 

• 리스크 및 기회, 리스크 분석, 예방 조치, 비상 

계획, 변경의 기획을 요구하고 있음 

• 비상 계획 (주요 장비 고장; 외부에서 

공급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로부터의 

중단; 자연 재해 반복; 화재; 유틸리티 

중단; 정보 기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노동력 부족; 또는 기반시설 붕괴 

등에 대한 계획) 

 

ISO22301:2019 적용 방안 

보다시피 ISO22301:2019는 지난 ISO22301:2012와 비교하여 전체 콘텐츠적인 

측면의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ISO22301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기존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여, 

최고관리자가 아닌 조직(Organization)의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필요, 리스크 관련 부서와 부서 리소스의 명확한 매칭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처럼, 

ISO22301 인증 취득을 위한 요구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만큼, 향후 

ISO22301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새로 발표된 기준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ISO22301:2019의 운영 적용 

ISO22301의 적용 시점은? 

ISO22301은 3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ISO 22301:2012 

버전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며, 2021년 4월 30일까지 심사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BCMS심사가 ISO22301:2019의 

버전을 적용 받게 된다. 

 

  한단계 정돈된 ISO22301:2019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기업재난관리 수준이 보다 

고도화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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