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I 반부패 원탁회의 

UK Bribery Act, FCPA, 청탁금지법과 BS 10500 
: 윤리경영과 부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2015년 9월 15일(화) 13:00~18:00  
주한영국대사관 Aston Hall 

13:00-13:20 참가자 등록 

13:20-13:50 BSI 개회사 및 반부패 원탁회의 소개 

13:50-14:10 주한영국대사관 축사 

14:10-14:30 영국외무성 번영기금 시범사업: 반부패경영시스템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정서 수여식  

14:30-14:40 휴식시간 

사전행사 

본 행사 

14:40-15:20 

Key Note-법률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 뇌물법과 BS 10500을 중심으로 

발표자: BSI Group 표준부문장, Scott Steedman  
 

Scott Steedman 박사는 영국의 국가표준기관인 BSI의 표준부문 대표로서 산업계와 정부
에 표준화의 역할을 알리고 혁신,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지식 이전의 중요성을 
알려왔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표준인 BS 10500이  변
화하는 규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어가
시길 바랍니다.  

15:20-16:00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기업지침 개발 

발표자: 국민대학교, 노한균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9월 28
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동 법에 명
시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조직이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영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지침
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영국대사관의 뇌
물법 관련 협력프로젝트의 책임연구자이신 노한균 교수님께서 청탁금지법 대응 지침마련
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16:00-16:10 휴식시간 

*본 컨퍼런스는 번영기금(Prosperity Fund)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됩니다. 



16:10-16:40 

UNGC의 10대 원칙과 반부패 이니셔티브 

발표자: UNGC, 임홍재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며 전세계 8,000여 회원이 이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UNGC는 10대 
원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으며 반부패(Anti-corruption)
는 그 10대 원칙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UNGC가 전세계 기업
이 참고할 수 있는 반부패 규범과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
니다. 

16:40-17:10 

글로벌 반부패 규제와 위반사례 

발표자: Clifford Chance, Thomas Walsh- FCIArb 
 

클리포드 챈스는 세계 5대 로펌 중 하나로 전세계 24개국에 34곳의 지사가 있습니다. 자본
시장, 기업 및 인수합병, 중재 및 소송 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공정거래 분야 등이 주
요 핵심역량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조직 내 부패사건의 조사와 소송에 대
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로펌으로서 축적한 다양한 소송
과 법적 제재 사례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반부패 규제의 동향과 시시점을 참가자들에게 제
공하려고 합니다.  

17:10-17:40 

반부패경영시스템 (BS 10500:201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기업 사례발표 

발표자: 휴맥스 홀딩스, 조영중 과장 
 

디지털 셋톱박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방송 단말기 관련 기술을 확보한 휴맥스
는 디지털홈을 구현할 핵심분야인 Convergence 가전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
니다. British Telecome, Google 등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휴맥스는 글로벌 공급
망에서의 CSR(사회책임경영)노력이 고객의 유지와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
습니다. BSI의 시범사업을 통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휴맥스는 이 과정을 통
해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반부패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
니다.    

17:40-18:00 

ABMS journey with BSI: 반부패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표자: BSI Group Korea, 전민구 이사  
 

BSI는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을 개발한 기관으로서 조직이 우수한 반부패 및 윤리 경영을 
도입했음을 입증하고 리스크 대응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서 BSI는 조직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서 
반부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
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BSI 반부패 원탁회의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향후 BSI가 진행하는 정기
교육과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 가입과 기
타 문의는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BSI 운영사무국: 02-6271-4014 한정민 전문위원 

*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내용과 순서는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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