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 
가이드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 가이드

이제 귀하의 사업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사업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수립–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간단한 사업연속성계획 
양식을 내려 받아, 가이드에 
나온 대로 간단하게12단계에 

따라 작성하세요.

계획 양식을 작성하면 영업 
중단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준비해야할 필수 조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사설 컨설턴트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시작 전에 할 일
사업 연속성 계획 양식을 인터넷 
사이트 aem.org.nz 에서 내려 받아, 
계획서 작성에 활용하세요.

aucklandemergencymanagement.
org.nz 에서 사업연속성계획의 예를 
참고해보세요 

계획 단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미리 시간을 정하세요.

대지진, 홍수, 장기간의 정전, 심지어 본인이나 
숙련된 직원이 갑자기 일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영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fter an earthquake:

Locate your local 

Community 

Emergency Hub

We know where 

our local Hub is and 

how we can help our 

community

WE’RE 

PREPARED!

International experts know you reduce 

your chance of injury if you Drop, Cover 

and Hold during an earthquake.

Most injuries during earthquakes are caused by the 

furniture, ornaments and building fi ttings, like ceiling 

tiles, rather than collapsing buildings. 

In an earthquake: 

Indoors – Stay inside until the shaking stops and it is 

safe to exit. Leave the building with caution and watch 

out for falling objects.

In a tall building – Same as above, don’t rush outside 

just because the fi re alarms go off.

Outdoors – Move away from buildings, trees, and power 

lines, then Drop, Cover and Hold until the shaking stops. 

On a busy city street – Don’t stay on the footpath as 

things might fall on you from the buildings around you. 

Quickly move into a building, then Drop, Cover and Hold.

2. Practice Drop, 

Cover and Hold 

TODAY

If you are unable 

to Drop, Cover and 

Hold, brace yourself 

as best you can, and 

try to fi nd a way to 

protect your head 

and neck.

Tsunami 
safe 
zone

TAPE TO INSIDE OF KITCHEN CABINET

1WE’RE PREPARED!

We’ve practiced Drop, Cover and Hold

345678

12WE’RE PREPARED!

We know where our tsunami zone is

45678   At risk of a tsunami?

• Move quickly to safety by foot or 

bicycle – inland or uphill. Don’t drive.

• Follow any Tsunami Blue Arrows and 

evacuation route signs to the nearest 

safe area or above the Tsunami Blue 

Lines. Keep going to make room for 

others evacuating behind you.

  Connect with others

• Meet at your chosen safe place 

before trying to get home

• Tell people you are safe by updating 

your social media status and 

voicemail message, if you can. 

Text, don’t call, to reduce load on 

the network.

  Collect your  kids

• Make sure everyone knows what the 

plan is. Don’t put yourself in danger 

by going to the school when your 

children are safe somewhere else! 

Collect them when it is safe to do so.

  Make your home safe

• Turn off gas to prevent explosions 

only if you hear or smell gas leaking.

• Turn off electricity if the power goes 

out, or you have to evacuate. There 

could be damaged wires that you 

can’t see.

• Turn off water, especially if you think 

there is damage to the pipes. Leaking 

water can damage your home.

   Water and sanitation

• Boil untreated water for a minute 

before using it, or add ½ teaspoon 

of plain unperfumed household 

bleach to 10 litres of water. Leave 

for 30 minutes before drinking.

• Don’t fl ush toilets. Dig a hole for 

your waste, if you can. Stay clean.

  Check on your neighbours

• Look after anyone who lives alone, 

has limited mobility, or might need 

extra help.

• Support each other by sharing your 

skills and resources.

  Go to your local Community 

Emergency Hub

• If you need assistance.

• If you can provide assistance 

by sharing resources and skills.

• To gather and share information 

on what has happened in your 

neighbourhood.

• To coordinate your community’s 

response locally and pass on 

information to your council’s 

Emergency Operations Centre.

  Visit www.WREMO.nz 

or listen to the radio for 

emergency information.

Tsunami are multiple waves that could keep coming 

for many hours. The fi rst wave may not be the biggest. 

Immediately evacuate to safety and past the Tsunami 

Blue Lines.

Talk with neighbours about how everyone can get 

to safety – some may need extra help.

Find out if the places you live, work, or play, are in a 

tsunami zone and where you need to go to be safe.

  getprepared.org.nz/TsunamiZone

MIN
10

The fi rst wave may arrive 

in as little as 10 minutes, so 

there is no time for an offi cial 

warning such as sirens.

We only send alerts for 

tsunami that start from far 

away, like South America.

Wait for 

the all clear 

before going 

near the coast 

or into the 

water after 

a tsunami 

event

3. Know your 

tsunami zone

If you’re near the coast during an earthquake and 

the shaking is either Long or Strong, Get Gone!

In a local earthquake, the only tsunami warning 

you will receive is the earthquake itself.

Community Emergency Hubs 

are gathering points for your 

community. Hubs used to be called 

Civil Defence Centres – but we 

changed the name to better refl ect 

their purpose.

After a large earthquake, locals like you should 

gather at your local Hub to coordinate your 

community’s response using the appropriate 

skills and resources you have available to you.

  Find out where your nearest 

Hub is on our website 

www.getprepared.org.nz/Hubs

Hubs contain a basic start-up kit 

consisting of stationery, an AM/FM 

radio, maps, and a Civil Defence two-

way radio that allows communication 

with your local council’s Emergency 

Operations Centre.

There are no additional stocks of 

emergency supplies at Hubs. 

While you’re on 

getprepared.org.nz:

Follow the link above from your local Hub to 

check out your area’s Community Response Plan.

Look at the tsunami evacuation zone map to 

see which areas you live, work and play are in 

a tsunami evacuation zone.

Check out www.WREMO.nz website. This is 

where you will go for credible information 

in a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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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 up for 

alerts and 

follow WREMO 
Good sources for information 

during an emergency are:

   WREMO’s emergency website 

VISIT www.WREMO.nz

   WREMO’s Facebook page 

LIKE facebook.com/WREMOnz

   WREMO’s Twitter feed 

FOLLOW @WREMOinfo

   VISIT Your local council website 

and their social media

  LISTEN TO  Radio New Zealand and local stations

IS THE TIMEN:0W

SWIPE DOWN

RIGHT NOW

Download the app 

Download the New Zealand Red Cross’ Hazards 

app. Make sure General Notifi cations are turned on 

so WREMO can notify you during a life-threatening 

emergency. WREMO will send alerts only when 

personal safety is at risk. Adjust the other notifi cations 

to receive only what you want. Remember, this is the 

Wellington region and you probably won’t want to be 

notifi ed about every wind warning.

 

When you get an alert

Follow the advice and share th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or by text with the people you care about. 

WE’RE PREPARED!

We’ve signed up for emergency alerts

2 3 4 5 6 7 8

Your 
Earthquake 

Planning 

Guide 

Pick this up and 

get prepared now 

Get involved

Free Emergency 

Preparedness Courses

Learn how to help your 

household and community 

prepare for, respond to, 

and recover from, a large 

earthquake. You’ll help your 

community be better informed, 

prepared and connected.

   Register for one 

of our courses: 

getprepared.org.nz/

Courses

   You can also become 

a WREMO Volunter to 

help your community 

prepare and respond: 

getprepared.org.nz/

Volunteer

Free Business 

Continuity Workshops

If you run a business or 

community organisation, you’ll 

want to keep it operating after 

any disruption, big or small. 

Your customers and staff rely 

on you. Our workshop will help 

you and your staff get prepared 

to continue operations and 

make better decisions for your 

business in times of stress

Participants leave knowing the 

basics of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nd make a start on 

their own unique plan. We offer 

our two-hour workshops across 

the Wellington region.

   getprepared.org.nz/

Businesses

Community 

Response Plans

People like you are contributing 

to your Community’s Response 

Plan. Find out what planning 

is taking place and how you 

can contribute. You have 

valuable knowledge about your 

community that will help make 

a difference.

   getprepared.org.nz/

ResponsePlan

Contact us 

  wremo@gw.govt.nz

  04 830 4279

  facebook.com/WREMOnz

Good job!

You’ve made 

the fi rst step 

to stay safe

The Wellington region is an awesome 

place to live, but it’s a little wild.

We often experience earthquakes, 

storms, fl ooding and landslides. 

We’re also at risk from tsunamis.

These emergencies have similar impacts. It would 

be hard to get around, communicate with loved 

ones and get access to the essentials. 

We’ve outlined the things you can do to prepare 

your household and community to get through 

the challenging days after a large earthquake safely, 

and as comfortably as possible.

By signing up for alerts, you’ve just completed 

the fi rst step! Move on to what you can do today, 

tonight and over the next couple of weekends so 

your household is prepared. Each step is defi nitely 

worth the effor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from th
e wremo

 team

(That’s the Wellington Region Emergency 

Management Offi ce)

진행 단계 2 3 4 5 6 7 8 9 10 11 12

종사자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기술과 지식을 지니며, 서로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직에 고도의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영업 중단 
상황에서, 귀하의 직원들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단이란 귀하의 사업체에 
어떤 의미인지, 중단 후의 
취약성과 임무 등을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세요.

비상 상황에 개인적으로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직원들을 
장려하세요.

영업 중단 사태에서, 직원들을 
지원할 물품(건조 식품, 비상 
식수, 캠핑용 조리기 등)을 현장에 
비축할 것을 고려하세요.

직원들과 비상 대피 훈련을 
하세요.

직원과 직계 친족의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시작

이 가이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직원들과 
시간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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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3 4 5 6 7 8 9 10 11 12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2

계획서 양식 
작성을 시작하세요. 
각 단계를 따라 
진행하고, 계획의 
관련 부분 안내는 
각 페이지 하단의 
아이콘을 보세요.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사업체나 조직의 목적을 정의하거나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

• 귀하의 사업체나 조직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다음 중 어떤 것들이 주요 계약이나 
고객 관계에 중요합니까?

• 어떤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하면서도 사업체의 기능을 여전히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예: 카페의 핵심 제품/서비스

• 1순위: 커피와 음료수

• 2순위: 외부 조리 베이커리 제품

• 3순위: 자체 조리 음식

• aem.org.nz에서 완성된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사업체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품 및/서비스 3개를 
열거하세요. 이를 계획서 양식의 2단계에 기입하세요.



진행 단계 4 5 6 7 8 9 10 11 12

핵심 역할과 업무

단계에 명시된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체나 조직의 업무는? 

3

주요 고려 사항:

•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업무는?

• 전문적인 기술,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 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가?

• 기업이나 조직의 내, 외부에서 이러한 
업무 완수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재정 위임과 같은 권한이 필요한 업무 
절차가 있습니까?

단일 장애점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인력과 장비나 
공급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업 
연속성을 유지 하는데 위험 요소가 
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팀원의 교차 교육을 
고려하세요.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열거하세요. 

계획 양식의 3단계에 이 내용을 기입하세요.



진행 단계 5 6 7 8 9 10 11 12

필수 공급품

2 단계에 명시된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조,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공급품은? 

주요 고려 사항:

• 누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까?

• 동일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공급자가 있습니까?

• 업무 과정에서 대용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습니까?

•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는 원자재가 
있습니까?

필수 자원,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 등을 열거하시고,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4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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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

원자재(예:  
공급자, 거리, 취약성, 

대안)

제조(예:  
소요시간, 

취약성, 대안)

운송(예:  
취약성, 접근성, 

대안)

자료(예:  
장부 기록, 

영수증, 청구서)

구입(예:  
지불 수단)

의사소통(예:  
취약성, 대안)

물류창고(예:  
최소 요건, 취약성, 

대안)

포장(예:  
공급자, 취약성, 

대안)

유통(예:  
거리, 취약성, 

대안)

공급자의 
사업연속성계획을 

문의해보세요.  
공급자 선정에 
유용합니다.



진행 단계 6 7 8 9 10 11 12

필수 장비

2단계에 명시된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도구, 
장비와 기술은?

주요 고려 사항:

• 특수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품 
입수 소요시간은?

• 지역 내에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공급자를 통해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는가?

•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가 
있습니까?

• 대체 장비에 대한 최신 목록이 
있습니까?

어떠한 업무 중단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장비와 대체 장비 
선택을 열거하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5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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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7 8 9 10 11 12

주요 고객/거래처

주요 고객 또는 거래처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요 고려 사항:

• 주 수입을 가져다 주는 고객 또는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 귀하의 사업체나 조직과 유대관계가 
강한 고객/거래처는?

• 그들이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가? 그들에게 다른 공급처가 
있는가?

• 그들과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어떤 지불 수단이 있습니까?

고객/거래처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할 수 없을지라도, 

고객이나 거래처에 
상황을 알려주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귀하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주요 고객/거래처를 열거하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6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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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8 9 10 11 12

이전 문제

영업중단 사태에 따라서 현 건물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사업체나 조직이 다른 위치로 단기간이라도 이전해야 
할 때 고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요 고려 사항:

• 사업체나 조직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유사한 조직과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 또는 단기 
임대가 가능한지?

• 필요할 경우, 귀하의 사업체나 조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 이전하는 곳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한 연락처들이 
있는지?

기업 이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거하고,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적으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7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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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9 10 11 12진행 단계 8 9 10 11 12

보험 사항

영업 중단 시에 귀하 사업체의 
존립의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 
보험이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보험의 종류:

• 기업 휴지 보험

• 소득 보장 보험

• 가재 보험

• 생명 보험.

주요 고려 사항:

• 보험 약관이 귀하 사업체의 영업이나 
조직의 필요에 맞습니까?

• 일시적인 폐쇄나, 필요한 경우 제한된 
규모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을 보장하는 
충분한 재원과 보험이 있습니까?

필요한 보험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보험회사나 
중개인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험을 

재검토하도록 하세요.

가입한 보험 종류와 보험회사, 증권 번호를 기록해 놓으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8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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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0 11 12

권한 위임

사업체나 조직의 운영에 개입하여, 소유주나 관리인 대신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한 위임을 결정 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면 영업의 추가 중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

• 귀하의 부재 시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전략적 결정, 공급품 주문, 직원 보수와 
청구서 지급, 회사 홈페이지 갱신, 지적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관여할 수 있는 조력 관리인, 팀 리더나 
가족이 있습니까? 

• 기대치 설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세요.

• 비밀 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기밀 
업무 정보 기록부’에 보관해야만 합니다. 
이 기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 법률자문을 구하세요. - 개인의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운영하는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인원들이 이 계획과 그에 따른 
절차를 알게 해야 합니다.

aem.org.nz 에서 ‘기밀 업무 정보 기록부’ 양식을 내려 받아 
정보를 기록하세요. 그래야 책임자가 귀하의 부재 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9단계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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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1 12

기록 백업

백업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기록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합니까?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이 자료를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을 받아 놓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백업 장치가 
주 컴퓨터와 같은 건물에 흔히 
있었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 정보 백업 수단을 기록해 두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10단계에 기입하세요.

10

주요 고려 사항:

• 어떤 유형의 정보와 기록을 백업해야 
할까요? 고객 기록, 회계, 이메일, 
연락처 목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종이 기록에만 의지합니까? 종이 
기록에 접할 수 없을 때, 사업체와 
조직은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 컴퓨터 파손 시, 다른 곳에서 사업 
연속성 계획 등과 같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 클라우드 온라인 저장 공간, 
매일 집에 가져가는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나 전문 백업 서비스와 같은 
외부 백업을 고려했습니까?

• 필요한 백업 간격은 얼마입니까?

‘기밀 업무 정보 기록부’에 로그인 
정보와 비밀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9단계 참조)



진행 단계 12

계획의 저장

계획을 저장한 위치를 기록하여 모든 저장본을 함께 
갱신하도록 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알리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11단계에 기입하세요.

11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사업연속성계획을 여러 
곳에 저장하세요.

• 컴퓨터에 한 부 저장하세요.

• 종이에 인쇄하여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하세요.

• 온라인으로 한 부 저장하세요. 무료로 
온라인 저장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iCloud
와 DropBox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귀하의 컴퓨터에 보관된 정보와 
동기화가 가능하여, 어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최신 
계획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가장 알맞는 서비스로 
정하세요.

• 주요 직원에게 이메일로 계획의 
PDF 파일을 전송하여,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도록 하세요. 

• 스마트폰에 한 부 저장하여 외부에서 
돌아다닐 때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이 계획을 접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단계

계획의 연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소 연 1회 계획을 연습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세요. 

이 내용을 계획 양식의 12단계에 기입하세요

12
축하합니다! 이제 귀하의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모든 사람이 
사업장 업무지속계획을 
이해하고 업무 중단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계획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연습은 그 계획의 
개선점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안하는 몇 
단계입니다.

• 계획 연습 일정을 잡으세요.

• 연습 시나리오를 구성하세요. 예: 홍수 
사태에서 주요 관리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게 된다면, 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무엇이 
잘 되었고, 개선점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조정하고, 계획을 
개정하고 다음 연습 일정을 정하세요.

• 귀하 또한 화재 대피와 지진 대응 
등과 같이 정규적으로 비상시 절차를 
연습하는 일정을 잡으세요.

• 신규 인력 채용, 공급자 변경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체 시기와 같은 
과정에서 계획도 다시 수정하세요.



오클랜드 비상관리본부 소개:
오클랜드 비상관리본부는 오클랜드 
시청 한 조직으로, 지역 내의 
민방위와 비상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도록 비상 당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em.org.nz 
를 방문하세요.

나의 사업연속성계획 
체크리스트

나는:

이 계획 수립에 직원을 참여시키고, 
일터와 가정에서 더 나은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중요 역할과 
임무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핵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급품과 장비를 열거하고, 대안들을 
파악했습니다.

나의 주요 고객/거래처 목록을 
작성했고, 업무 중단 상태에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보험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나의 사업체나 조직의 권한 위임을 
검토했습니다.

나의 모든 기록을 백업했습니다.

나의 계획과 연락처 목록을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복수의 
위치에 저장했습니다.

나의 계획을 연습하고 검토하기 위한 
일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업장 업무지속은 관계를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대안을 
구축하여, 단기적으로는 업무에 
유연성을 더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중단 상태에서도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 웰링턴 
지역비상관리본부 제공

연락처

aeminfo@aucklandcouncil.govt.nz

@aklcdem

@Auckland C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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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ebook.com/WREMOnz
http://twitter.com/WREM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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