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May 2014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3HR Benefits Consultancy Limited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rm Reference Number: 556015 

 
The registered office of bot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and 3HR Benefits Consultancy Ltd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Mainline Tel: 0207 194 8140 Web: www.3hrcs.com   

 

3HR  Legal Weekly 

22 February 2019 

Commercial 

 

Commercial update – compliance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특히 해외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인 경우, 모든 법적 및 규제사항을 준수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

추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적 및 규제사항은 직원 고용을 비롯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운영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 심지어 

규모가 큰 회사들조차도 법적 및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우 큰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벌금, 소송을 비롯하여 사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규

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여론이 조장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영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되도록이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지정해 두고,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사항을 항시 숙지하여야 하며 법적 및 규정 문제에 대해 직원 교육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두고 있지

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해외지사는 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실패로 

인한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준수 감사(compliance audit)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강조하여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알게 되면, 해당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

제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3HR Corporate Solicitors의 비즈니스 운영감사를 통해 귀하의 사업에서 문제시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 규정    - 소비자 권리     - 파산 

- 돈세탁 방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보험 의무 

- 뇌물 수수 방지   - 원거리 판매     - 제조 

- 상업 채무    - 고용 문제    - 현대 노예 제도 

- 회사 법 준수   - 환경 보호     - 부동산 문제 

 및 이사의 책임    - GDPR 및 데이터 보호   - 재화 및 서비스 판매 

- 회사 주택 서류   - 건강 및 안전     - 폐기물 처리 

- 경쟁법    - 이민 

 

또한 금융 서비스에서 통신까지 다양한 분야의 특정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If you would like further advice in relation to this issue or further information about our audit services please 

contact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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