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노력 프로젝트
www.bis.or.kr
개요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의 3번째 펀딩 라운드에 선정된 프로젝트입니다. BIS는 부패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장려하고, 국회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업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비즈니스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2019. 10 ~ 2022. 10
참여 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고위험 산업군 기업,
국회 및 정부 부처
반부패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부패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비롯한 정부, 국제기구, 산업협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부패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부패 공동노력을 통해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
●

반부패 관련 법, 정책, 제도 조사∙연구
●

국회 반부패 지지 선언
●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및 발족 운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역량 강화
●

고위 경영진의 반부패 인식 제고
●

●

●

공동 노력
●

●

●

●

기업 반부패 지지 선언

우수 이행 기업 발굴 및 시상

상호 학습을 통한 준법 윤리경영 이행 강화

포괄적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기업문화 구축

실무진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

산업별 반부패 이슈 대응 및 협력

자가진단 및 반부패 가이던스 제공

주요 활동 계획

2019
10.24

기관 소개

총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IS 런칭 세레모니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GCNK)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및 SDGs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2020
1月

교육, 자문, 정책대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반부패 정책 리서치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있습니다.
www.unglobalcompact.kr
Tel. 02-749-2149/21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3-4月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주요 정당 대상 반부패 정책 질의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반부패 서약 및 정책 질의
파트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

(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입법기관,
정부,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활발한
6-7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국회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런칭
반부패 정책 브리프·가이드라인 발간

있습니다.
www.kosif.org
Tel. 02-738-1152/1153 Fax. 02-738-1143

하반기

CEO 대상 반부패 포럼
실무진 대상 반부패 세미나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 발간 및 세미나

후원: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펀딩은 2009년 첫번째 라운드에서
30여개 프로젝트, 2013년 두번째 라운드에서
한국의 FPC 프로젝트를 포함한 24개의 반부패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번째 라운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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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BIS 프로젝트가 포함된 23개 이상의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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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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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ransparency.org.uk

올바른 행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관리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