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Compliance Package

Whistleblowing System
직장 내 부정부패에 대해 고민이십니까?

이투스(ITUS)란?

이투스(ITUS)의 효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DUZON이 공동 개발한 특수 제보 채널 구
조를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부제보시스템입니다

내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여 내부 제보자에 대한 피해
를 최소화

+

1

내부 신고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보장되지 않는 익명성

2

내부 신고로 추징할 수
있게 된 금액
연간 4,600억

3

독립적인 기관의 관리감독

제보자의 기밀성 보장

이투스(ITUS)는 내부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딜로이트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를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투스(ITUS)로 접속하
는 링크 하나 추가 하는것으로 모든 것이
https://www.itus.kr/

내부제보자 신원 보호

에 대해 제보한 직원이 직장에서 파면 처분된 사례,
전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직원의 실
명공개로 인한 불이익(2014)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
습니다.

이
투
스

내부제보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
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1조 인적 사항

(ITUS)

해결되었습니다.

내부 제보자에 대한 피해사례로는 행정실장의 비리

의 기재 생략, 제 12조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제 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 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 17조 보호조치 신청, 제 22조 불이
익 조치 금지신청

성명 부서

직책

제보
내용

The Value of Information
전표로부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영진은 본인 회사의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PENSE ANALYSIS TOOL
딜로이트의 Expense Analysis Tool 은 회사의 전표를 분석하고
규정과 대사하여 자동으로 Key Risk 를 도출하는 Tool 입니다.

Step 1

Step 2

Step 3

Key Risk
분석

모든
전표
유형파악

데이터 입력

KPMA 및 KRPIA
회사 규정

개별 날짜,
부서별 데이터

결과값

종합 월별,
부서별 데
이터 도출

기대효과

귀사의 파트너사는 Compliance 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최근 제약업계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알려졌듯이, 파트너사들의 Compliance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귀사는 파트너사가 규범을 잘 준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딜로이트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딜로이트 방법론

Compliance 실사 절차

• 전략적 접근

4

파트너사와의 갈등을 지양하고,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제약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팀
제약 업계에 특화된 경험과 지식을
전문가로 엄선한 전문가들이 귀사의
파트너사 Compliance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Compliance 실사 업무
를 수행합니다.

보고

1
Targeting

3
CP 운영
검토

2
CP 설계 검토

파트너사 Compliance 위반의 영향은 귀사로 돌아 옵니다.
파트너사의 Compliance 준수 여부를 검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Business Partners

적발 사례

유통사

 최근 검찰의 모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 압수수
색으로 유통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유통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은 제조사의 책임

공동 프로모션 파트너

영업 대행사

기타 파트너사..

작은 취약점이 전체 Compliance 프로그램을 무너 뜨립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 Milton Glaser -

COMPLIANCE 정책

Compliance
프로그램
검토
교육과 규범인식

COMPLIANCE
모니터링

•

관련된 모든 법, 규제, 업계 규약이 파악되고,
반영되어 회사의 내부 정책으로 적절히 적용되어 지고
있는지 회사의 정책과 절차 검토한다.

•

회사 차원의 경영진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

회사의 전체 조직이 파트너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Compliance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파트너사 의 Compliance 준수 여부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딜로이트의 Compliance Due Diligence 서비스는 고객사 및 파트너사의 Compliance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성공적인 Compliance Program을 설계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파트너사의
기타 중요 업무
국제 법규
리베이트

임상실험
비용관리

국내 법규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Fair Trade Act
• Pharmaceutical Affairs Act

업계 규약

• KRPIA Codes
• KPMA Codes

학회 관련
해외 컨퍼런스

비용
부스/ 광고

기타

1

비용 검토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USA)
• Global Anti Bribery Law

• Company Policy, SOPs
• Business Agreements with Partners
• Best Practice for Process & Controls

• 파트너사가 Compliance 요건에 맞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합니다.

평가 보고서
2

업무 프로세스 검토

(Optional)

• 파트너사의 업무 프로세스의 Compliance 위반 여부
를 검토합니다.

ONE TEAM 서비스

회사 비즈니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 요소들

내부감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전문인력

법적조치 단계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디지털 포렌직
빅데이터 전문가

컴플라이언스 툴

컴플라이언스에 특화된 전문툴을
사용하여 회사의 정보 분석

회사 내 부정내용 파악

회사 내 실존하는 부정을 파악 &
임직원의 위험인식을 제고

기회, 동기, 자기합리화
임직원의 부정, 회사 재무 상의
오류, 운영 비효율 초래

부정 원인 파악 및 제거

파악된 부정요소를 제거 &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규정,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

딜로이트가 투명한 윤리경영 체

계의 확립을 도와드립니다.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다수 & 이론과 실무 모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진단  조사  사후조치  개선안 제시를 해드립니다

Imagine what you
could do with the
right partnership.
Then make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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