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반부패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본 과정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 리스

크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공인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영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전세계에 

보급되는 본 과정은 세계 최초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인 BS 10500을 제정한 BSI와 런던경시청(City of 

London Police)의 ‘경제 범죄 교육 아카데미(Economic Crime & Fraud Training Academy)’의 공동 개발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현재 영국과 전세계에서 1,250 파운드/인 (약 200만원 상당)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주한영국대사관과  영국 외무부가 후원하는 ‘반부패 경영시스템 시범사업’ 일환으로 진

행되어 글로벌 과정과 비교시 대폭 저감된 비용으로 제공되며, 반부패 컨퍼런스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 과정은 세계적인 반부패 경영시스템 분야 전문가인 BSI의 David Hitchen 박사와 다양한 부패사건 

조사를 통해  풍부한 사례를 공유할 런던경시청의 Mike Betts 경사를 통해 진행되어 글로벌 반부패 

경영시스템, 조사기법, BS 10500 핵심 요구사항, 심사, 진단 기법을 상세히 전해 드릴 것입니다. 

 장소: 주한영국대사관 Aston 홀 (서울 1호선 시청역 소재) 

 참가방법: 신청기한까지 첨부 참가 신청서를 BSI 반부패 경영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사무국 (02 777 

4123)으로 이메일 송부 및 유선 확인 (선착순 20명 마감) 

 비용 

[국내 최초] 반부패 및 윤리 경영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국제 공인 전문가 및 심사원 양성 과정 안내 

일자 시간 형태 행사 주요 내용 

6/22 
(월) 

1일차  

9:30-
12:00 

컨퍼
런스 

• 김영란 법의 방향성에 대한 주제발표  
• FCPA, UK Bribery Act 및 김영란 법의 비교,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 (김앤장)  
•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추진하는 BSI 반부패 경영시스템 시범사업 소개 

13:00-
19:00 

교육 • BSI, 런던경시청 반부패 전문가 강의 통한 반부패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6/23 
(화) 

2일차  

9:00-
16:30 

교육 • BS 10500: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뇌물사건 예방, 감지,보고 및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 개선
을 위한 경영시스템 학습  

주관: BSI Group Korea / 후원: 주한영국대사관, 영국외무부, 런던경시청 

일자 형태 참가 비용 

일반기업 회원사 (시범사업/원탁회의) 

1일차  컨퍼런스 / 교육 15만원/인 - 시범사업기업: 2명 초청  
(시범사업참가비에 본 과정교육비 포함) 

- 원탁회의 정보회원사: 1명 초청 
(원탁회의 연회비에 본 과정교육비 포함) 

2일차  교육 50만원/인 

일반 기업은 1일차 또는 1-2일차 통합 과정에 선택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UNGC 회원사는 통합과정에서 30%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대상:  

 

• 영국 Bribery Act, 미국 FCPA 등 반부패 규제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기

업의 관련 부서 임직원 

• 고객사 입찰참여, 납품, 조달을 위한 사전 평가, 심사 등에서 반부패 대응 및 시

스템 구축을 요구 받고 있는 조직의 관련 부서 임직원 

• 반부패 경영,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부패방지, CSR, 기업지배구조, 인적자원 

관리, 구매, 사업파트너 선정 등 업무 담당 부서 임직원 

 학습내용:  

 

• 뇌물의 정의와 주요 개념 

• BS 10500의 배경, 구조, 목적 

• 반부패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접근 방법 

• 반부패 경영시스템 실행효과 개선 및 조직 내 공유 방안 

• 경영시스템의 PDCA 접근방식과 BS 10500의 연계성 

• BS 10500 주요 심사 요구사항  

• 반부패 경영시스템 심사 계획, 수행 및 심사결과 보고, 사후관리 방법 

 기대효과:  

 

본 과정을 수료하면… 

• 글로벌 고객, 투자자의 반부패 요구 사항 이해 및 적극적 대응역량 강화 

• 반부패 경영시스템 및 관련 이슈 국제적 전문가 확보  

•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한국 김영란 법 등 반부패법 관련 리스크의 이해 

및 양벌규정에 따른 CEO 법적 리스크 저감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이해 

• 뇌물방지 중요성, BS 10500 요구사항 및 반부패경영시스템 실행 방안 학습 

• 뇌물 위험의 효과적 관리 위한 조직의 의지 천명, 거버넌스 및 관련 노력, 성과

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및 리더십 확보 

• 반부패 경영시스템 내외부 감사 자격 확보, 제3자 심사 및 인증 대비 
 

 과정 교재 

 

• BSI 및 런던 경시청 공동개발 교재 (영문) – 강의는 동시통역 제공 

• BS 10500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 교육수료증 

• 음료 및 식사 

 강사: BSI Group 반부패 경영시스템 선임심사원, Dr.David Hitchen  

런던경시청 Mike Betts 경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성규 변호사 
 

 비용: 공문 1면 참조. 자세한 사항 및 ‘시범사업 및 원탁회의 회원사’ 참여에 관한 내용은 

BSI 사무국(한정민 전문위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77 4123) 

과정 상세 안내 (Detailed Programme) 



 Day1 (6월22일) 교육 시간표 
 

시간 주제 <Understanding Bribery> 발표자/강사 

09:30 -10:00 등록 

10:00 - 10:30  오프닝 (시범사업 및 라운드 테이블 소개) BSI 전민구이사 

10:30 - 10:50 환영사 주한영국대사 

10:50 - 11:20 반부패 법을 대비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던스  TBC 

11:20 – 12:00 글로벌 반부패 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9:00 

 

본 과정에서는 뇌물의 정의와 주요 개념, 실제 뇌물사건

이 일어나는 형태와 동인, 뇌물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등 을 학습하게 되며 상세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Introduction 
• Overview of course structure and learning 

objectives 
• Bribery landscape: The scale and types of bribery, 

agencies involving in countering corruption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ountering bribery, main features of 
bribery 

• Bribes-methods, motives and concealment: 
Methods used to pass bribes, profile and motives 
for those involved in bribery, how bribes can be 
concealed, the dynamics of corrupt influence 

• Bribery Indicators and Red Flags 
• Critical Touch points: How to assess the risk of 

bribery 
 

David Hitchen  

Mike Betts 

* 22일에는 교육 완료 후 간단한 음료와 스낵이 준비 될 예정입니다.   

* 22일 12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 교육의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2 (6월23일) 교육 시간표 
 강사: David Hitchen, Mike Betts 

시간 주제 <Auditing BS 10500> 

9:00 – 10:50 

BS 10500의 목적과 이점,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규격의 구성과 핵심 요구사항, 반부

패 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계획수립 

 

• Understanding the purpose, benefits and scope of BS 10500 
• Understand specific terms and definitions in BS 10500 
•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tandard 
• Apply the requirements of a management system planning audit Part1 
 

10:50-11:00 Break 

11:00-12:20 

부패위험 감소를 위한 재무적 통제방법, 위험평가 및 선관주의 의무의 이행여부 조사 

 
• Apply the requirements of a management system planning audit Part2 
• Apply the requirement of clause 4.14(Financial Controls) in an assessment 

situation 
• Apply the requirements of a Risk Assessment & Due Diligence Audit 

 

12:20-13:00 Lunch 

13:00-13:50 

임직원 교육, 선물 및 기부 등에 관한 규정  

 
• Apply the requirements of an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Contracts 

Audit  
• Apply the requirements of Gifts, Hospitality, Donations and Facilitation 

Payments Audit 
 

13:50-14:00 Break 

내부고발과 조사에 관한 절차, 반부패 경영시스템의 문서화 

 
• Apply the requirements of raising concerns, investigating and dealing with 

bribery audit 
• Apply the requirements of Clause 4.18(Documenting the ABMS) in an 

assessment situation 
 

14:50-15:05 Break 

15:05-16:30 

반부패 경영시스템 모니터링과 개선  

 
• Understanding the requirements of clause 5 and 6 (Monitoring and Reviewing 

ABMS, Improvement of ABMS) in an assessment situation 
• Apply the requirements of clause 5 and 6 (Monitoring and Reviewing ABMS, 

Improvement of ABMS) in an assessment situation 
• Understand the key features of the scheme rules 
• How to plan an assessment  

 

* 23일 전일 교육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 교육의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사 기본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관심분야 

(‘V’ 표시 또는 기술,  

중복 표시 가능)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     ), 반부패 국제동향 파악 (     ), 

글로벌 부패방지법 (Bribery Act, FCPA, 김영란 법) 대응 (     ) 

BS 10500 도입 및 인증 (     ), 기타: (                                     ) 

신청 과정 

(‘V’표시,  

한 문항만 선택) 
 

 컨퍼런스 및 교육 (22일 - 1일): 15만원 (       ) 

 통합 교육 (22일, 23일 – 2일):  65만원 (       ) 

 통합 교육 (22일, 23일 – 2일):  UNGC 회원사 할인가 45만원 (       ) 

경영시스템 현황 

반부패 경영시스템 명칭: (                                             ) 

실행연도: (                   ~                    ) 

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정 참가자 정보 

참가자 1 

성명: 전화: 

부서: FAX: 

직위: E-Mail: 

참가자 2 

성명: 전화: 

부서: FAX: 

직위: E-Mail: 

참가신청서 (일반기업용) 

* 하기와 같이 반부패 경영시스템 국제 공인 전문가 및 심사원 양성을 신청합니다.  

< 참가 신청안내> 
• 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BSI 운영사무국(T.02-777-4123)으로 메일

(jungmin.han@bsigroup.com)을 송부해주시면 과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송부
해 드립니다.  

• 비용 납부처: HSBC 002-05065-6296 (예금주: BSI Group Korea LTD.) 
 

• BSI 운영사무국: BSI Group Korea PS팀 한정민 전문위원(T.02-777-4123, 
jungmin.han@bsigroup.com) 

• 시범사업기업과 원탁회의 정보회원사는 본 과정에 대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ailto:jungmin.han@bs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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