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모집요강(신설 전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2020년 1학기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신설 전공>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자금세탁방지, 기업법무 및 청렴 & 반부패 등 기업윤리 및 내부통제관련
직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모집과정 및 응시자격
모집과정

기본 응시자격

(미국법학과)
법학석사
과정

모집
인원

수료
연한

가.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전형방법
원서접수

10

2

인정된 자.

후
면접전형

Ⅱ. 전공 특징 및 상담
가.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윤리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공
나.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윤리관련 분야 실무 책임자와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전임/겸임 교수진의 도제식 강의 및 교육훈련
다. 실무 전문가 트랙 외 학술 및 교육 전문가 트랙 등으로 특화시켜 운영

- 실무 전문가 트랙,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트랙
- 학술 전문가 트랙: 학술논문 및 관련도서 집필 과정 운영
- 교육전문가 트랙: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분야 교육 전문가 과정
라. ‘특수연구’로 맞춤형 주제 논의 가능
(특화된 사례분석 및 연구로 기업 내 실무적 이슈 논의)
마. 취업·경력개발 서비스 연계 예정
[협약기관 인턴십, 서치펌과 연계한 인재DB(구인·구직)제도]
과정
특징

바. 전공 연관 분야
1. 컴플라이언스관련, 내부감사관련 직무 종사자
- 컴플라이언스 및 반부패관련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자
2. 자금세탁방지관련 직무 종사자
3. 민간기업에서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방지, 내부감사 및
기업법무관련 직무 종사자
- 금융회사 준법감시 직무 실무자 및 준법감시인이 되고자 하는 자
- 상장회사 준법지원 직무 실무자 및 준법지원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기업 자율준수관리 직무 실무자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 & 반부패 직무 및
내부감사관련 직무 종사자
5. 과거 기업윤리관련, 컴플라이언스관련, 내부감사관련, 자금세탁방지관련,
기업법무관련 청렴 & 반부패관련 직무 경력이 있거나, 현재 관련직무를 준비하는
자

입학
문의
전공
문의

교학행정팀 02-3453-9333
담당자: 조창훈 교수,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주임교수
연락처: 070-4216-5183 / 메일: chosury@compliance.kr
오피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관 203호

■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과목 구성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명

비고(트랙)

2

기업윤리

공통

3

컴플라이언스

공통

전

공

3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규범(ISO 기준서)

실무 전문가 트랙

필

수

2

기업법과 지배구조

학술 트랙

2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공통

2

기업범죄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공통

2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트랙

2

분식회계

공통

2

공공영역, 청렴 & 반부패관련법규(Ⅰ)

2

공공영역, 청렴 & 반부패관련법규(Ⅱ)

3

컴플라이언스 글 & 논문 쓰기

공통

2

금융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제도) 연구

공통

2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자율준수관리자제도) 연구

공통

2

상장회사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인제도) 연구

공통

2

병원 컴플라이언스(병원 준법지원인제도) 연구

공통

2

건설업 컴플라이언스 연구

공통

2

의료 & 제약업 컴플라이언스 연구

공통

2

환경과 안전 분야 컴플라이언스 연구

공통

2

공공영역 반부패 &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 연구

교육 전문가 트랙

교육 전문가 트랙

전

공

1

행동강령책임관 & 청탁방지담당관제도 연구

선

택

2

민원 및 소비자분쟁관련 법규

공통

3

컴플라이언스 & 기업윤리 실패 사례 연구

학술/실무 전문가 트랙

1

CSR과 지속가능경영 연구

공통

2

자금세탁방지론 논문연구(Ⅰ)

2

자금세탁방지론 논문연구(Ⅱ)

학술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트랙

2

자금세탁방지론 특수연구(I): 실무/컨설팅 연구

2

자금세탁방지론 특수연구(Ⅱ): 실무/컨설팅 연구

2

컴플라이언스 논문연구(Ⅰ)

2

컴플라이언스 논문연구(Ⅱ)

2

컴플라이언스 특수연구(Ⅰ): 실무/컨설팅 연구

2

컴플라이언스 특수연구(Ⅱ): 실무/컨설팅 연구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Ⅰ):
전문강사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Ⅱ):
전문강사 양성과정

2
2

실무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트랙
학술/실무 전문가 트랙
실무 전문가 트랙

교육 전문가 트랙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의 세부 과목은 공통 과목 이외에 학술 전문가 트
랙, 실무 전문가 트랙,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트랙, 교육 전문가 트랙 등 총 4
개의 트랙으로 운영된다. 트랙별 일정 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위 수여식
때 해당 트랙의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2-2-0 기업윤리(Business Ethics)
기업 윤리경영관련 이론과 사례를 경영학, 법학적, 실무적 시각에서 융합적으로 검토한다. 기
업 윤리경영 적용 및 실패 사례를 검토한다. (개론과목)
3-3-0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업윤리적 시각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련이론과 검토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컴
플라이언스 직무 및 주요 이슈를 이해한다. 기업법무와 내부감사 등과 차별화되는 컴플라이언
스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언스 이론과 관련이론(내부통제 및 COSO 이론, G·R·C
이론 등)과 적용법규 등을 검토한다. (전공 입문과목)
3-3-0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규범(ISO Compliance Standard Review)
컴플라이언스 적용관련 글로벌 기준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ISO 19600, ISO 37001, ISO
26000 등을 국내법규와 실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하고, 인증 리스크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은, 협약한 ISO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
2-2-0 기업법과 지배구조(Corporate Law & Governance)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수준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업을, 기업법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검토한
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수행을 위해 바림직한 기업 내 지배구조 설정 및 컴플라이언
스 부서 편제 방안을 검토한다.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설정한 사례를 살펴보고,
진단하는 능력을 익힌다.)
2-2-0 내부통제와 내부감사(Internal Control & Internal Audit)
내부감사 이론을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검토하고, 내부감사 기능과는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검토한다.
2-2-0 기업범죄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Corporate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Law)
기업범죄를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해석하고,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실패 시
법적 리스크 대응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 전공선택
2-2-0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관련 이론과 관련법규 및 글로벌 기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자금세탁 사례와 자
금세탁방지 실무상의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자금세탁방지관련 직무 세계, 교육 훈련 프로그
램 및 자격제도 등을 살펴본다.

2-2-0 분식회계(Fraud Accounting)
기업범죄와 자금세탁 시각에서 분식회계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분식회계를 통제하기 위한 회
계관련 법규와 제도(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제도 등) 및 실무상 이슈 등을 검토한다.
(자금세탁방지론과 내용적으로 연계하여 접근한다.)
2-2-0 공공영역, 청렴 & 반부패관련 법규(I) (Public area, Integrity & Anti-Corruption
Law (I))
공공영역의 청렴 & 반부패관련 법규와 제도(공직자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
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감사법 등)를 살펴보고, 적용의 주요 사례와 한계에 대해서 실무
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목은 전공선택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I, Ⅱ)> 과목과 연계된다.)
2-2-0 공공영역, 청렴 & 반부패관련 법규(Ⅱ) (Public area, Integrity & Anti-Corruption
Law (Ⅱ))
공공영역, 청렴 & 반부패관련 법규(I)의 고급 과목으로, 사례 분석 위주로 검토하며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정리한다.
(이 과목은 전공선택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I, Ⅱ)> 과목과 연계된다.)
2-2-0 컴플라이언스 글 & 논문 쓰기 (Compliance Article & Research Paper Writing)
이 과목은 컴플라이언스 주제로 전문적인 글 및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운다. 방법을 배운 후,
직접 글을 써봅니다.
2-2-0 금융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제도) (Finance Compliance System Review)

금융권 컴플라이언스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무 적용 측면에
서 검토합니다.
2-2-0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자율준수관리자제도)

(Fair

Trade

Compliance

System

Review)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합
니다.
2-2-0 상장회사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인제도) (Listed Company's Compliance System
Review)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2-2-0 병원 컴플라이언스 (Hospital compliance System Review)
병원 컴플라이언스제도(병원 준법지원인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무 적용 측면
에서 검토합니다.

2-2-0 건설업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view)
건설업 컴플라이언스제도(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
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2-2-0 의료 & 제약업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System in Medical & Pharmaceutical
industry Review)
의료와 제약업 컴플라이언스제도(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
리고 실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2-2-0 환경 & 안전 컴플라이언스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HS) Compliance
Review)
환경 및 안전 분야의 컴플라이언스제도를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그리고 실무 적용 측면에서
검토한다.
2-2-0 공공영역 반부패 &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 연구 (Public Area, Anti-Corruption &
Compliance Evaluation System Review)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제도 등과 공정위의 공공영역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 등을 검토한다.
1-1-0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제도 연구(Public Area Compliance & Ethics
Officer System Review)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제도를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2-0 민원 및 소비자분쟁관련 법규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Consumer Protection
Act)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공공영역/사기업의 민원업무관련법규(민원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
리규정, 민원편람 등) 및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소비자보호제도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적용
을 논의한다.
3-3-0 컴플라이언스 & 기업윤리 실패 분석법(Compliance & Business Ethics Failure
Case Analysis)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윤리 실패 사례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및 손실 비용 측면에서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실패 비용을 도출한다.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과목에서 가장 강조되는 과목이며, 실제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용·훈련시킨다.)
1-1-0 CSR과 지속가능경영 (CSR & Sustainability Management Review)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CSR을 컴플라이언스 시각으로 검토하고, ISO 26000과 CSR
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제도의 한계와 의미를 논의한다.
2-2-0 자금세탁방지론 논문연구(I) (Anti-Money Laundering Paper Research(I))
2-2-0 자금세탁방지론 논문연구(Ⅱ) (Anti-Money Laundering Paper Research(Ⅱ))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슈 및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론적·실무적인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실
무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학술 트랙의 과목이며, 향후, 학술논문 및 관련도서 집필을 위한 초고 작업의 성격이다.)
2-2-0 자금세탁방지론 특수연구(I) (Anti-Money Laundering Special Research(I))
2-2-0 자금세탁방지론 특수연구(Ⅱ) (Anti-Money Laundering Special Research(Ⅱ))
업종별 자금세탁방지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이해(컨설팅 보고서 검토/요건정의 및 운영 노하우
와 시행착오 등), 자금세탁방지관련 글로벌 제재 리스크 대응,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을 살펴본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섹터 과목이다.)
2-2-0 컴플라이언스 논문연구(I) (Compliance Paper Research(I))
2-2-0 컴플라이언스 논문연구(Ⅱ) (Compliance Paper Research(Ⅱ))
컴플라이언스관련 이슈 및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실무적 측면에서 검토
하며 정리한다.
(학술 트랙의 과목이며, 향후, 학술/학위논문 작성 및 관련도서 집필을 위한 초고 작업의 성격
이다.)
2-2-0 컴플라이언스 특수연구(I) (Compliance Special Research(I))
2-2-0 컴플라이언스 특수연구(Ⅱ) (Compliance Special Research(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이해(컨설팅 보고서 검토/요건정의/운영 노하우 및
시행착오 등),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을 살펴본다.

(실무 전문가 섹터 과목이다.)
2-2-0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I) (Compliance & Anti-Corruption
Education specialist)
2-2-0 컴플라이언스 & 반부패 교육 전문가 연구(Ⅱ) (Compliance & Anti-Corruption
Education specialist)
컴플라이언스 및 반부패 영역의 관련자격 및 전문 강사제도(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교육강사제도) 등을 살펴보고, 주제별 강의교안 작성 및 피드백, 강의시연 및 피드백,
강의기법 등을 지도한다.
추후,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교육 전문가 섹터 과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