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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TC 309
표준화 범위 : 조직의 방향성, 통제 및 설명책임 측면에 관한 거버넌스 분야의 표준화
▪

Scope: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governance relating to aspects of
direction, control and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s

표준의 Type
▪ A : Requirements(요구사항) : 인증 가능 규격
▪ B : Guidelines(가이드라인) : 인증 불가능 규격

기 발행 표준 및 발행 준비 표준
▪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A타입 ): 2016년
▪ ISO 37301(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A타입) : 2021년 1월 경에 공표 ⇒

KS 제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 ISO 37000(거버넌스, B타입) : 2021년 10월
▪ ISO 37002(내부제보경영시스템, B타입)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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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37301(CMS) 주요 내용
37301은 미국 법무부(DOJ, Division Of Justice)의 ECCP(ECCP)를 벤치마크 함
▪ 미국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지침이 존
재함. ① ‘연방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상의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What) ② ‘검사기소 매뉴얼 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
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 (How to) 임.
▪ 연방 양형지침은 법관이 양형 결정(형사 및 민사책임) 시에 참작하기 위한 것이고, 평
가지침은 검사가 기업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기 위한 것임.
▪ 양형지침 상의 윤리(Ethic)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경성카르텔(담합)처럼 범죄성
이 명확한 반사회적 행위에 적용됨(사기, 뇌물, 탈세, 회계 부정,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
▪ 리스크(평가)란 여전히 카르텔, 뇌물, 탈세, 자금 세탁, 회계 부정, 내부자 거래 등의 범
죄 행위 영역을 의미하며, 양형지침은 이들 행위를 ‘크리미널 미스컨덕트(criminal
misconduct)’라고 칭함.
▪ 기업범죄(Corporate Offence) 란 카르텔, 뇌물, 탈세, 자금 세탁, 회계 부정, 내부자 거래
등의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무를 소홀이 한 기업에 의한 범죄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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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TC 309
영국은 기업범죄의 면책 사유(항변 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미국은 처벌을 완화
▪ 법원이나 검찰이 해당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
▪ 기업 범죄는 해당 기업 또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대상(고용관계가 전제)

⇒ 미국은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리책임, 영국은 무과실책임

ISO 37301(Compliance Management System, CMS)
▪

미국연방 양형 가이드상의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정의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means a program designed to prevent
and detect criminal conduct.
• "Standards and procedures" means standards of conduct and internal
controls that are reasonably capable of reducing the likelihood of
criminal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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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37301(CMS)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경영 및 과제
▪ Compliance = outcome of meeting all the organization’s compliance obligations
(definition of ISO 37301)
조직의 모든 준수(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 한 결과 (ISO 37301 정의)
▪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조직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 법적 리스
크는 모든 조직과 그 직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형사 및 민사책임)
▪ 컴플라이언스 경영 =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한 방침(정책)과 목표 및 프로세스를

확립 하기 위한 조직의 모든 요소 배치(도입)
▪ 컴플라이언스의 추진력은 리더십, 가치관 및 문화(=ISO 37301의 중심 테마)

과제
▪ 컴플라이언스 자원 가운데, 컴플라이언스의 주된 추진 요인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과 2%임 : 리더쉽, 가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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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37301(CMS) 주요 내용
과제
▪ 글로벌 조직의 75%가 , 윤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특히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에

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다. (출처: SAI Global, 2020 Ethics &

Compliance Benchmark Survey)
▪ 사업 목표 및 직원 보수 및 승진 프로세스는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고려하고 있
지 않는다.
37301의 핵심 내용
▪ 인사평가시 컴플라이언스 성과 반영(최고경영자, 모든 임직원)
▪ 고용절차 (채용 및 승진 전 실사,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 시 징계)

▪ 직원의 보고를 한층 더 강화('내부 보고‘, “whistleblowing”) 및 직원 보호
▪ 조사프로세스의 원칙 : 적법한 절차의 원칙, 청취권, 공정하고 공평한 의사결정 프로세
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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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37301(CMS) 주요 내용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법령위반 제로가 아니다.(기업 대응의 실패 초래)
• 모든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없다.(미국 법무부의 시각)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은 법령위반행위의 발견 중심으로 전환(발견과 그
시정에 중점)
-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효과성 판단시 부정행위의 비리 정도와 만연성, 관련된
회사 직원의 수와 계층, 위반행위의 심각성, 지속기간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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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37001, CP와의 비교
37301 : 광의 CMS
37301
: 조직 활동, 제품, 서비스 관련 모든 법령

37001

협의 CMS :
조직의 활동
(부패관련법령)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협의 CMS :
: 조직 활동, 제품,
서비스
(공정거래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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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37001, CP와의 비교
37301의 리스크(양벌 규정)
▪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양벌 규정)
▪ 법인의 임직원에 의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가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해 행위자
의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
▪ 형벌은 벌칙(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 위반시 적용
▪ 양벌규정이 들어 있는 법률은 무수히 많음(앞서 언급한 부정행위 이외에 고용. 노동, 개
인정보,환경, 안전, 보건위생, 공해,금융 등 다수 행정법규)
▪ 법인이 법령위반에 의해 부담하는 책임에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이 있음
▪ 민사책임에는 손해배상, 행정책임에는 영업정지명령, 면허 또는 인허가 취소처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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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37001, CP와의 비교
37001 (전형적인 Criminal Misconduct에 해당)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2016년 발행, 2017년 KS 표준제정
▪ 인증규격으로 현재 120여 개 기업이 취득
▪ 37301이 37001을 포섭(37301 단일 인증 가능)
CP
▪ 담합은 Criminal Misconduct에 해당하며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내부

거래 등은 경영윤리적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37301의 요구사항이 CP 요구사항을 포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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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및 기대효과
❖ CMS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된 최첨단•BEST PRACTICES
❖ CMS는 리스크 관리에 기여
▪

CMS는 다음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기여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변경

•

시장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률

▪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소송, 금전적 제재 및 기타 공식적인 (공권력)집행 조치가 발생

19

4. 의의 및 기대효과
❖ 37301 도입 전 고려 사항

관리가 너무 번거롭고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됨
– 전체 ERM 프로세스와 통합하여 중복 방지 등의 효율성 확보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 채택 : 초기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컴플라

이언스 관리 프로세스 결정
–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프로세스를 workflows 하며 실시간 대시보드(dashboard) 보고를
지원하는 전문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용 검토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의 동참 부족
– 컴플라이언스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실증하기 위한 교육
– 번거로운 ＂체크" 프로세스가 아닌 리스크 기반 접근 방법을 실증
– 노력 최소화(위의 내용)
–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무(obligations)
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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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및 기대효과
의무 라이브러리(obligations libraries) 유지 관리의 어려움
–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일부로 시스템화된 단일 라이브러리 보유(만들기)
–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최신의 질문과 관련된 변경사항 및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발

– Register와 Register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할당
너무 복잡
– 다음과 같은 전용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사용:
• 모든 컴플라이언스 관리 구성요소(Register, 리스크 평가, 증명 등) 유지 관리
• 모든 구성요소를 함께 연결(컴플라이언스 질문을 법령에 연계)
• 경고 및 조치가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workflows 정보

• 전체 프레임워크 및 "이유"에 대한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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