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 비즈니스 리스크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상황이 궁금하십니까? 

The Necessary Conditions of Foreign Corporations’ Risk Profiling 

 

 

해외법인(해외지사) 임직원의 부정과 횡령으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Internal Control Problem 

한국 임직원과 현지 직원 간의 문화적 갈등으로 팀워크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Team-Work Problem 

현지 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사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HR Managing Cost 

한국 모기업의 경영비전과 철학 및 조직문화의 공유를 통한 로열티를 제고하고 싶습니까?  Organization Culture Issue 

한국본사와 해외법인간의 보고체계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문제가 있습니까?  Communication Channel Problem 

해외법인의 지속가능경영에 위해가 되는 리스크 요소들을 감지하고 싶습니까?  Biz Risk Monitoring Needs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싶습니까?  Risk Management Manual Needs 

해외 파견 본사 인력들에 대한 윤리경영과 위기관리 능력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Ethic & Risk Management Educa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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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최고의 비즈니스 리스크 프로파일러가 제공하

는 차별화되는 경영자문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1호 비즈니스 리스크 프로파일러인 『배기표 미국워싱턴주 공인회계사』

로 대표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핵심역량은 홈페이지 

(www.risk-management.c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현지 컨설팅 

The Field Consulting of Foreign Corporations and Branch Offices 

 

 해외법인 & 해외지사 경영감사 실행 대행 Management Auditing 

 해외법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영 진단  Risk Management Diagnosis) 

 해외법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해외법인 위기관리대응 현지 실행매뉴얼 개발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Practical Manual 

 해외법인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Setting of Sustainable Growth Strategy 

 

해외법인 현지 교육 

The Field Educ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and Branch Offices 

 

 팀워크 강화 교육세미나 실시 Education Seminar for Teamwork 

 본사 경영철학 & 조직문화 공유 교육세미나 실시  

Education Seminar for Management Philosophy & Organization Culture of Headquarters 

 윤리경영 & 리스크 매니지먼트 교육세미나 실시 Education Seminar for Ethical Management & Risk Management  

 

I.E.R.M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Integrative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s 

 

 밸류네트워크 리스크 분석 Value-Networks Risk Analysis Framework 

 리더 리스크 관리 Leader Risk Management Framework 

 안전 & 재난 리스크 관리 Safety Risk Framework 

 재무 리스크 관리 Finan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 

 전략운영 리스크 관리 Strategy & Operation Risk Management Framework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Internal-Control Risk Management Framework 

 IR & 사회적 책임 리스크 관리 Investor Relations & CSR Risk Managemen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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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스크 프로파일러 

Business Risk Profilers 

 

배기표 (미국워싱턴주 공인회계사) Pae Ki-Pyo (U.S.Washington State CPA & U.S.AP) 

• 서울대 MBA Seoul National University MBA 

• 미국워싱턴주 공인회계사 U.S.Washington State CPA & 미국선물옵션 거래사 U.S.AP 

• 경제평론가 Economic Critic *코리아타임즈에서 Pae Ki-Pyo를 검색하시면 경제평론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Please Search for Pae Ki-Pyo on Korea Times Website (www.koreatimes.co.kr) 

• 대표 저서 : 착한 MBA 착한 CEO (2010) / 서울대 경영연구소 경영사례시리즈 19;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se 제1저자(공저 Co-Authorship) (2011) 

• BOOK : Good MBA & Good CEO (2010) / The Lead Auth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agement   

Laboratory’s Management Case Series 19;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se (2011)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는 미국워싱턴주공인회계사·미국공인부정조사관·미국 ICF 비즈니스 코치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출신  

HR·조직설계·경영전략 컨설턴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법인 특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 그룹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 출판저서 

RMK’s Publications 

 

◆ 착한 MBA 착한 CEO (2010) / 배기표의 주니어 MBA (2011) | Good MBA & Good CEO (2010) / Pae Ki-Pyo’s Junior MBA (2011) 

◆ 공통주제: 경영자가 밸류네트워크 구성원들(내부직원/소비자/거래처 등)을 존중하며, 함께 가치를 만드는 사회책임경영을할 때,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합니다!  

The Common Subject: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with Value-Networks is the Key Success 

Factor of Sustainable Growth of Enterprise! 

 

• 조환익 (전 한국전력 대표이사 / 전 코트라 사장)   

Cho Whan-Ik (CEO of KEPCO) 

 

•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이화여대 명예교수) 

Lee O-young (Adviser of Joongang-Ilbo / Honorary Professor of Ewha Women’s University) 

 

• 김건중 (전 GS칼텍스 대표이사)  

Kim Gun-Jung (Former CEO of GS Caltex) 

 

• 김동수 (전 듀폰그룹 아시아퍼시픽 회장) 

Kim Dong-Soo (Former Chairman of Dupont Group’s Asia Pacific Division)  

 

• 강우현 (제주남이섬 대표이사)  

Kang Woo-Hyun (CEO of Juju Nami-Island)  

 

• 도명정 (전 SH공사 대표이사)   

Do Myung-Jung (Former CEO of SH Corporation)  

 

• 최진남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Choi Jin-Nam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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