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이라이트

Compliance Risk
Management Team

Compliance Risk
Management Team

권우철 상무

양천호 이사

02-6676-2923
wkwon@deloitte.com

02-6676-1923
chunhoyang@deloitte.com

Compliance Management: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모두의 경쟁력

28

#1. 	원인터내셔널 영업 3팀 오상식 과장과 김동식 대리는 차기 년도
신사업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에 빠진다. 진척 없는 회의만
계속하며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와중에 우연히 신입사원인 장그래의
선배가 경쟁사 신사업기획팀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오상식 과장은
장그래 사원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선배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경쟁사
신사업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다.
#2.	원인터내셔널 자원 2팀 안영이 사원은 회사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쟁사의 자원 개발 전문 컨설턴트를 추천하기로
결심한다. 업무 관계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침 경쟁사에서 퇴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안영이 사원은 자원 2팀 마 부장에게 보낼 추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채용을 통해 경쟁사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대 효과를 부각시켰으며 공명심에 최영후 전무를 참조로 넣었다.
	최근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 ‘미생(未生)’의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
생활 과정에서 한두 번쯤은 겪을 수 있거나 혹은 겪어 본 상황일 것이다.
일상적 업무 활동 중 하나로 생각되는 이 같은 내용들도 영업 비밀(경쟁사
정보)의 부정 취득이나 공명심에서 경쟁사 인력 채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임원까지 보고 과정에서 이메일의 참조 수신자로 넣는
행위가 해당 임원이나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컴플라이언스의
시각에서 곱씹어 본다면 이 상황은 ‘미생(未生)’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석(死石)’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의 시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경영 환경의 변화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거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경쟁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가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
여 년 전 엔론, 월드컴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거대 기업도
그릇된 의사결정 한 번으로 무참히 무너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2005년 중반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진출해 있는 현지 시장의
컴플라이언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컴플라이언스의 경계선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과거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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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컴플라이언스에 관련해 규제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규제 당국의 제재 수위
강화, 경쟁 업체 견제의
수단으로써 컴플라이언스가
남용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관련 외부 환경 변화의
트렌드다.

있는 추세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후발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카르텔
(담합) 자진 신고,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관련 소송, 부패 관련 이슈 제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미국) 기업과의 영업비밀·지적재산권 등의 소송은 국내
기업을 견제하려는 권리 남용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무기로 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쟁당국1)의 개입이나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과징금, 벌금이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이
실추되기 때문에 후발 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민의식 성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이슈 발생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업 이미지와 평판의 손상으로 직결되고 이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경쟁당국: 사의 독점적,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국가 기관(예: 한국 공정경쟁위원회·US Fair Trade Commiss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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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 국가 안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글로벌 경영의 보편화 및
‘역외적용’ 원칙으로 인해
공정거래 및 부패 방지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국 법이 적용되는 ‘역외적용’ 원칙이 공정거래법과
부패 방지 분야에선 이미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
3,000억 원을 넘으며, 절반가량(1조6,000억 원)이 최근(2010년 이후)에

발생한 제재 금액이다. 시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 11만 대를 고스란히
헌납한 셈이다.
이 중 국제카르텔(담합)로 인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
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및 벌금 액수는 총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과징금 총액 중 73%에 달하는 액수다. 이렇듯 공정경쟁 법리에 대한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04년에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징역의
제재 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으며 이에 따라 벌금 총액, 징역형 선고
비율(37%→70%)과 평균 구속 기간(8개월→25개월)의 형사 제재 실적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irectorate General Competition)은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과징금을 대폭 증액했다.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법정형 조정(2004년)
구분

벌금 (미국 달러)

징역

개인

35만 → 100만

3년 → 10년

1,000만 → 1억

법인

※

-

※ 법인 벌금은 Max(1억달러·소비자 피해액 X 2·사업자 이득 X 2)를 부과함.

반독점법 위반 벌금 총액 추이
11.4
10.1

(단위: 억 달러)

6.3

10.2

7.0
5.6

4.7
3.6

3.4

2004

2005

5.2

1.1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출처: 미국 법무부, Deloitte Analysis

January 2015 No.4

31

EU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2006)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 과징금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정액

EU 지역 매출액의 30% 이내

공동행위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 과징금 10%씩 증액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 과징금 100%씩 증액 가능

Entry Fee

-

카르텔 참여만으로 매출액의 15~25% 과징금 부과

가중/감경

-

가중 사유 확대/감경 사유 축소, 상습 위반 시 100%까지 가중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Deloitte Analysis

중국도 2008년 반독점법을 도입(역외적용 조항 명문화)해 2013년에
최초로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건으로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 분유, 의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의 경쟁당국도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정착되면서
직원을 포함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뇌물로 얻은 수익까지 모조리
환수한다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네다 향후 사업 기회까지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FCPA 2)의 경우, 미국법이지만 외국 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FCPA는 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관할권과 미국 기업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사건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광범위한 관할권 설정으로 유명하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회사를 포함해 미국주식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ADR)를
발행한 외국 회사도 포함된다. 미국과는 상관 없는 외국 기업 임직원의
제3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에 미국 통신망이나 미국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것만으로 FCPA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일 지멘스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이라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가 미국과
독일 정부에 벌금으로 각각 8억 달러를 물어야만 했다. ADR를 발행한
노르웨이의 한 석유회사는 이란 석유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미국
뉴욕 소재 은행계좌를 통해 이란 공무원에게 2차례 뇌물을 제공한 건이
적발되어 과징금 2,000만 달러를 냈다.
FCPA가 아직 국내 기업에 직접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벌금액이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미국 법무부(US DOJ)는 FCPA 위반에 대한 승계자 책임(sucessor
liability)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철저하고

충분한 실사가 필요하다.

2)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미국 회사 및 미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 개인,
기관의 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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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벌금 Top 10
1 Siemens

800백만 달러

2008년

2 KBR Haliburton

579백만 달러

2009년

3 BAE

400백만 달러

2010년

4 Total

398백만 달러

2013년

5 Snamprogetti Netherlands

365백만 달러

2010년

6 Technip

338백만 달러

2010년

7 JGC Corporation

219백만 달러

2011년

8 Daimler

185백만 달러

2010년

9 Alcatel-Lucent

137백만 달러

2010년

95백만 달러

2011년

10 Magyar / Deutsche Telecom

출처: 미국 법무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eloitte Analysis

공정거래와 부패 방지 분야 외에도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와 부패 방지
분야 외에도 일상적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컴플라이언스에 노출되어
있는 영역은 다양하다.

리스크 관리 대상 영역은 영업비밀, 특허, 인사·노무, 환경·안전 등
기업의 일상적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업은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과 같이, 노출되어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중 일부만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인지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외부 법률·규제의 준수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대상 영역과 위반 사례
리스크 유형
경쟁 심화
담합
경쟁자 정보
기술혁신
가속화

글로벌
규제 확산

이해관계자
감시 강화

회사

법률 행위

반도체 제조사

미국 DRAM 가격담합 유죄 인정(2005)

3억 달러 과징금, 임원 징역

미국 LCD 가격담합 유죄 인정(2008)

4억 달러 과징금, 임원 징역

부적절한 경쟁사 정보 이용

6억 달러 합의금·벌금
현재 소송 진행 중

LCD 제조사
글로벌 항공사

결과

지적재산권

글로벌 칩셋 제조사

자회사가 경쟁사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

특허권

글로벌 칩셋 제조사

칩셋에 대한 특허 침해

고객들의 잇단 주문 취소로 판매량 하락

환경 규제

글로벌 전자회사

제품에 법적 규제 이상의 카드뮴 함유

리콜에 따른 금전적 손실
1억6,000만 달러 및 이미지 추락

반독점

글로벌 칩셋 제조사

유럽 내 경쟁사 판매 견제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14억5,000만 달러 벌금

뇌물

글로벌 전자회사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CEO 사퇴, 주요 임원 고발

성희롱

글로벌 완성차업체

북미 CEO의 여비서 성희롱

뉴욕포스트 1면 게재, CEO 사퇴

환경 안전

글로벌 정유사

원유선적 시설을 바다에 묻으려는 시도

불매운동, 매출 감소, 이미지 추락
출처: News Clip,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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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외부 법률과 규제 준수 리스크의 관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수립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면역 체계(compliance immune system)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종업원, 주주와 채권자, 주변 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건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 즉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경영의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역사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1991년 미국양형위원회의
‘미 연방 기업범죄 양형
가이드라인’의 공표를
계기로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누군가의 희망이나 요구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동사 comply의 명사형으로서 follow나 obey와 비슷하나
‘순종’과 ‘굴복(yield)’의 의미가 조금 강하다.
이를 기업 경영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컴플라이언스의 뜻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내·외부 준거 기준(법·규정·회사
사규나 매뉴얼·문화·관습·사회적 책임 등)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조직의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진화는 기업 비즈니스의 외형적 성장과 이에
따른 경쟁 심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비즈니스와
규제 영역 양면에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현대적 컴플라이언스의
기초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과 ‘록히드 사건(Lockheed bribery scandals)’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도달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4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3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과 록히드사에서 1950년대 후반

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 판매를 위해 서독,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실이 적발되었다. 특히
록히드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다나카 가쿠에이(

) 전 총리가

구속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뇌물공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다. ‘도덕 외교’를 표방하던 카터 행정부는
기업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FCPA 법안을 관철시켰다. FCPA
제정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발목만 묶였다’는 불만에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1997년 OECD의 반부패협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었다.
반부패 기조에서 출발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1991년 미국양형위원회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가 ‘미 연방 기업범죄 양형
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을 공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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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도달한다. 기업범죄 양형 가이드라인이 공표되기 전에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존재했었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공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의 본류로 합류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업범죄 양형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기업범죄의 기소 및 구형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는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2004년에
강화된 양형 가이드라인에 다음과 같은 7대 원칙이 명시되었다.

1.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및 절차
2. 경영진의 리더십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3.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
4.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의사 소통
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및 평가
6.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7.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사항

컴플라이언스 경영 7대 원칙은 회사의 비즈니스 현황에 맞게 해석해
유효성 있게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행정부의 단속 및 징계, 법무부(검찰)
의 기소 및 구형, 법원의 양형, 민사책임 등의 감경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과 제재
(incentive & penalty) 원칙이 되는 법규와 가이드라인이 정비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장애물
국내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사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도입했다고 선언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나열식 프로파일링, 법규 제·개정 사항의 단순 공유, 담당자·부서 지정을
통한 제한적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어 실행력 측면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구조적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에 익숙한 현업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컴플라이언스를 업무 성과 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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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의 발생은 현업이 알고도 일부러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러한 경우는 보통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수용이거나
부정·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보다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즉,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업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기술한 ‘상시적인 준거 기준’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상시적인 준거 기준 관점에서 단순히 법령 제·개정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현업이 준거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령 사항이 일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비즈니스 언어로 해석해
현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력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실행력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형식’과 소프트웨어적
‘실질’의 조화가 필요하다.

실행력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 운영
조직, 현업과 합의를 거쳐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준거 기준이나 매뉴얼 등 하드웨어적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로서,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가 점검이나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 등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준법 문화 확산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자가 점검, 모니터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 앞의 5대 요소들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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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용이며 이 중에서 현업의 비즈니스 언어로 정의된 준거 기준,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운영, 교육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준거 기준(Rule Set)

컴플라이언스 준거 기준
마련 시에는 단순한
법령, 규범의 나열식
프로파일링이 아닌 현업의
비즈니스 언어로 ‘재해석’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준거 기준은 현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즉시 참조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집대성한 것으로 매뉴얼, 강령,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업 입장에서 업무 변화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도출,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준거 사항은
조직·서비스별로 개별 단위에서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고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Not one and done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 운영 프로세스다.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는 일회성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다.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
및 사업이 변화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신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식별 및 이에 대한 현업의 자가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자가 점검과 독립적 모니터링은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조직 구조

준거 기준
(Rule Set)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인식 강화
문화 확산

시스템

준법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 및
상호 역할 정의

업무별 리스크 도출 및
예방위한 준거 Rule 정의

업무별 리스크의 지속적
인식, 검토 및 개선 진행

인적 강화 위한 홍보,
교육 방안 마련

운영

인사

관리·모니터링 툴
구축 및 운영

Leadership & Competency Vision & Mission, Core Value &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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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기준에 기반한 자가 점검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의 준법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지식을 습득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되며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자연스럽게 기업 내
문화로서 뿌리내리게 된다.

컴플라이언스 운영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발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식별해
Risk/Rule Set 프로파일링

Planning
Identification
Continuous
improvement

Rule Set 기반 현업의 자가
점검(정기·수시)
Evaluation

설계·운영상 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적 개선

Monitoring
Mitigation

자가 점검 결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독립적 모니터링

평가 결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수립 및 적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방법
75.4%

내부 감사 결과의 분석
핫라인 호출 분석

69.7%

필요한 준수 활동 등을 위한 편의 완료율

69.0%

내부 조사에 의한 처벌

68.3%
62.0%

자체 평가 결과의 분석

57.7%

직원 윤리 조사의 피드백
경쟁 업체 또는 유사한 조직 비교

45.1%

외부 법률 고문 및 컨설턴트에 의한 독립적 평가

43.7%

규제 검토 분석
적합성 테스트에 따른 예외 요금
규제 벌금 또는 처벌

43.0%
36.6%
34.5%
출처: In Focus Compliance Trends Survey 2014, Deloitte & Complianc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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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강화 및 문화 확산

컴플라이언스 인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은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실행력과
직결되어 있는 핵심 성공
요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본질적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으로 실천된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은
컴플라이언스 목표에 대한 경영진과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mind set)의
전환이다.
시스코(CISCO)는 이러한 배경에서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자원을 제공,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해 직원들의 인식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여라: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소의 완비와 더불어
실행력을 보장할 수있는
실질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형식을 넘어 실행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구성
하는 핵심 요소의 마련과 운영이라는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형식만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윤리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을 도입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과 외부
평가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활동이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외부 기관들의 평가가 단순히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형식’
의 구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 구성원들이 이 평가
결과에 만족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근본적 목표를 간과하게 된다면,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지속적인 실행과 개선을 위한 기업 내부의
긴장감과 노력의 강도를 저하시킬 위험마저 있다.
시스코 컴플라이언스 Decision Tree 예시

Decision Tree
Decision
Tree
잘 모르겠습니까?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Cisco Policy Central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상사,
인사부 대표 혹은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윤리사무소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상사
혹은 윤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부서의 상사, 법무팀,
혹은 윤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부서의 상사, 법무팀,
혹은 윤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부서의 상사, 법무팀,
혹은 윤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

?

?

?

?

1

2

3

4

5

6

Cisco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가?

회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언론 헤드라인에
실릴 경우,
우려될 만한
사항인가?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 Cisco에
부정적인 형향을
미치는가?

YES

합법적인가?

Cisco의
정책에
부합하는가?

NO

NO

YES

NO

YES

NO

YES

YES

NO

올바른
의사결정입니다.

NO

YES

심각한 결과 초래 가능 “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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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선도 업체로 평가 받는 지멘스의 창립자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영 철학을 선언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실행력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는 준법·윤리경영을 지멘스의 고성장을 이끌어 낸 원동력의
하나로 만들었다.
실제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윤리경영 연구 기관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준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의 최근 5개년간 주주 수익률을 S&P500 기업과 비교했을
때 준법·윤리경영 측면에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뛰어난 재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미생(未生)’의 단계에서 ‘완생(完生)’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항상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와
더불어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실질이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모두의 경쟁력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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