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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F. MALLOY 
(존 F. 말로이)의 인사말
Victaulic 은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윤리적으로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실은 Victaulic 
의 설립 기초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성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또한 성공적인 미래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의 판단 실수가 
회사 전체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위를 해야 할 의무는 
직원의 고용 조건입니다. 모든 직원은 Victaulic 
윤리 강령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본 강령은 윤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인도합니다. 코드의 문자만을 
준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Victaulic 윤리 강령을 
숙지하십시오.

Victaulic 은 전 세계에 적용되는 효율적인 자율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Victaulic 윤리 
강령을 읽고 이해하며 준수해 왔다는 것을 전자 
인증을 통해 알리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인증 
과정은 직원이 잠재적으로 이해관계 상충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추가로 모든 직원은 윤리 강령의 
특수 분야에 관한 정기적인 전자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자율 준수 
책임자는 각 지정학적 지역에서 증서 및 준수 
교육 과정을 추적하도록 지정됩니다.

직원의 역할은 강령 이해와 함께 시작하지만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Victaulic에서 준수되는 
사업 행위, 거래 또는 행동의 대처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방심하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귀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귀하를 괴롭힐 경우 해당 
현안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서 책임자, 
회사 인사 부서, 자율 준수 책임자, 내부 
청문회 팀 또는 경영진 중의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익명으로 남는 것이 더 편안한 
경우 윤리 강령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지역 
번호로 수신자 부담 신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www.victaulic.ethicspoin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또한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 아래 또는 
파이프라인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도록 좌시하거나 허용하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을 적법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하고 직원이 
공정하고 정직한 매너로 행동하는 것은 당사 
조직의 가치 및 행동의 핵심입니다. 진실성 
또는 옳은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어느 때에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판매의 체결, 
직원 고용 또는 “보스의 명령 수행” 등도 윤리 
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Victaulic 의 무결성에 대한 명성은 각 직원의 
노력과 윤리적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 겸 대표 이사

1

윤리 강령



기본  
원칙
사업 활동을 관장하는 법규는 항상 준수함.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윤리 강령을 시현함.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모든 직원의 공평한 기회에 기반해서 채용	
관행을 이용하십시오.	당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 및 열린		
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납품업체 및 고객을 존중과 존엄으로 공정하게 대함.

Victaulic 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이들 자산이	Victaulic 의 이익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사용함.

Victaulic	내/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업무 연락을 할 때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이	Victaulic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함.

옳은 일을 지향	
그 누구도 상황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께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자문해 
보십시오.
•   이것은 적법한 일인가? 이것이 적법한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부서 
책임자, 지역 자율 준수 책임자 또는  
회사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는가?

•  Victaulic 의 핵심 가치와 상충하는가?
•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적합한가?
•  내 상황을 가족에게 얘기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은 공정한가?
•  내가 선택한 일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법정에서 설명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십시오.
•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알고 있다면  

하지 않는다.
•  의심스럽다면 묻는다.
•  답을 구할 때까지 계속 묻는다.
•  자신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보고한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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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령 소개
윤리 강령 적용 대상?
Victaulic 의 모든 임원, 간부 및 직원들과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자회사 및 관계사는 
반드시 윤리 강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Victaulic
이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지니고 있거나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을 갖는 기업은 본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중개인, 판매 대리점, 대리점 및 독립 
계약자 등의 제삼자와 일하는 Victaulic 직원은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에게 Victaulic 윤리 강령 
중 해당하는 부분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함.

•  당사자들에게 자율 준수 정책 요건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

•  제삼자가 Victaulic 의 자율 준수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계약 
종료까지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책임	
회사의 책임
•  전 세계에 걸쳐 사업을 윤리적으로 

적법하게 수행함.
•  전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
•  윤리 강령을 이행함.
•  전 직원들이 윤리 강령을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소통과 교육을 보장함.
•  적절한 보상과 처벌 조치를 사용하여 윤리 

강령을 시행함.
•  범죄 또는 심각한 위반으로 의심되는 제반 

행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행함.

•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없도록 보장함.

•  모든 직원들에게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  필요할 경우 행동 강령을 수정함.

부서 책임자의 책임
•  윤리 강령에 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담당 부서를 관리하여  
본보기를 보임.

•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윤리 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  윤리 강령에 관한 모든 질의는 지역별 자율 
준수 담당관이나 회사 법무부로 이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윤리 강령의 요건을 시행함.
•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윤리 강령 준수에 

관한 보복 행위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유지함.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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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령 소개
직원의 책임
•   자신의 직무에 적용되는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함.
•  윤리 강령을 읽고 숙지하여 준수함.
•  Victaulic 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 책임자, 회사 법무부 또는 기타 
부서나 사람의 지도를 구함.

•  자율 준수 교육에 참가함.
•  의심스러운 법 또는 윤리 강령 위반 

행위는 부서 책임자, 지역 자율 준수 
책임자, 회사 법무부 또는 Victaulic 신고 
전화로 즉시 보고함.

•  자신이 제기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현안을 다른 경로를 통해 제기함.

•  윤리 강령과 관련된 조사에 협조함.

연례 윤리 강령 전자 인증
모든 직원들은 매년 연례 전자 인증 작성 
시 윤리 강령과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의심 
행위 신고 의무에 대한 숙지 및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직원들은 매년 
윤리 강령과 관련된 의무를 숙지하였으며 
및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직원은 
교육 및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잠재적인 
상황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개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는 
이해관계 상충이나 의혹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받기와 의심스러운 문제 보고하기		
직원은 항상 윤리 강령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귀하의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관련자와 직접 논의한 후, 부서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부서 책임자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  인사부 담당 관리자
•  지역별 자율 준수 책임자:
	 	 아시아 태평양:	Gordon Lu(고든 루), Gordon.Lu@victaulic.com, +86 21 6170 1222 x333 
   캐나다:	Eric Van den Berghe(에릭 반 덴 버그), Eric.VandenBerghe@victaulic.com, 

 +1 905 780 5584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인도:	Karen Dumery(카렌 듀머리), Karen.Dumery@victaulic.com, 

+329 3818889
  미국:	Darin Lueders(다린 루더스), Darin.Lueders@victaulic.com, +1 610 923 3769 
  멕시코,	카리브 해,	남미:		
	 	 David Quevedo(데이비드 케베도), David.Quevedo@victaulic.com, +52 614 429 1709
• Joe Savage(조 새비지), 자율 준수 최고 책임자, +1 610 559 3494

• Stephanie Hill(스테파니 힐), 내부 감사 및 준수 이사, +1 610 559 3324 

• Mark van de Voorde(마크 반 덴 부르드) / 법무 행정 최고 책임자, +1 610-923-3190

• Victaulic 신고 전화(victaulic.ethicspoint.com)는 다국어 지원이 되며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Victaulic 은 제삼자가 전화에 응답하고 신고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및 웹 신고 옵션은 Victaulic 웹 사이트의 ‘회사’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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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 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ctaulic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한 법규 
등 당사의 사업 영위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합니다. 직원들은 Victaulic 제품과 사업장이 일반인과 
직원들에게 안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과 환경은 회사나 경영진의 책임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국제 표준 및 지역별 정책
안전 규정에는 국가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Victaulic은 
안전 증진을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역별 
규정 및 회사의 국제 접근 방식 양쪽에 부합하는 지역별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Victaulic 은 모든 
위치의 안전 정책을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직무 요건 및 지역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해당 지역의 안전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닙니다. 
 
직장 내에서의 약물 및 주류
많은 직원들은 주류 또는 알코올의 사용 또는 소지, 또는 
주류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직장에 보고하는 것이 본인 및 
다른 직원의 안전을 훼손하는 곳에서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시설의 직원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동안 중장비를 
작동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처방되었더라도 이 약은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Victaulic 
은 의료용 마리화나와 같은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 등 
직장에서의 약물 및 주류 사용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 세부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Victaulic 의 모든 시설 또는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언제나 불법 
약물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회사 소풍 또는 기념일 
파티와 같은 회사 기능에서 지역별 사무소 관행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에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는 Victaulic 
직원 및/또는 고객과 함께 하는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저녁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관습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Victaulic 은 분별 있는 음주를 장려하며 모든 직원과 
고객이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우리 팀은 지속적으
로 안전 목표를 달성해 왔지만, 우리
의 안전 자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우리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작은 안전사고를 겪었습니다. 심각
한 사고는 아니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도 
보고해야 합니까?

답변:	모든 사업장 안전사
고 및 부상은 심각성과 상관없이 보
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고를 보고
하지 않는 것은 Victaulic 표준 및 처
벌 조치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직장 내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또는 유사한 유형의 부상
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다른 Victaulic 
사업체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당사는 직원이 근무 중 안
전하다고 느끼기를 원하며 직장 내 사
고를 보고하는 것은 직장 내 위험 제
거 또는 경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
법입니다.

보고 대상:
•  직장 내에서의 모든 부상

•  안전, 보안 또는 보건에  
대한 모든 위험

•  직장 내에서의 약물 및 주류에 
관한 모든 우려 사항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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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Q&A)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 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서 제
거가 필요한 석면을 발견했지만, 
회사의 유지 보수 또는 안전 환경 
보건 관리(EH&S) 부서에서  
그 일을 수행할 인증 업체를 선정
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공기 및 예
산이 부족해질까 걱정됩니다. 만
약 Victaulic 작업자가 있어 적절한 
안전 장비를 사용하여 석면을 제
거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일인가요?

답변:	아니요. Victaulic
직원의 석면 함유 물질(ACM) 
제거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 및 국가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ACM 제거 교육/자격증이 
없다면 직원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은 직원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만족스러운 방법도 
아니며 당사의 규정 입장도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력
Victaulic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직원, 고객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에는 종업원, 고객, 
방문객이 폭행 또는 피해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행, 폭행에 대한 위협, 
폭력, 위협적인 언사나 동작, 또는 기타 파괴적인 행동은 
언제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이를 보고하십시오. 

문답
(Q&A)

보건 및 안전 관련 위반의 예:
유지 보수 전기기술자인 짐(Jim)은 잠금 및 꼬리표  
부착에 관한 안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전기/전력  
장비에서 작업을 수행함.
기계 운전 기술자인 이블린(Evelyn)은 안전 제어 장치 없이 
일하는 것이 더욱 쉽겠다 결정하고 운전 중인 기계 중앙의  
보호 장치를 제거함.
피터(Peter)는 그날따라 공장 내부가 너무 더워 마무리 
작업에서 방호 후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잠재적 눈 부상 위험에 노출시킴.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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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법

질문: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여기에는 현금 및 
현금에 상당하는 것, 유무형 재산, 
유용한 정보, 미래 시점의 채용 약속, 
캠페인 및 로비 자금, 대학 장학금, 
스포츠 장비 또는 레저 차량, 과다한 
금액의 서비스 또는 노골적 성적  
유흥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금액의 
비즈니스 여행, 식사, 여행 경비 및 
유흥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질문이 있는 경우 부서 책임자 또는 
RC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있는 미국 기업으로서 Victaulic
은 다음과 같은 부정 지급을 관장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	(FCPA), 1977 –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부정한 지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회사에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합한 회계 및 재정적인 통제가 존재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Victaulic의 중개인, 대리점 또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삼자의 행위 또한 회사를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
(FCPA) 책임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 근절에 관할	OECD	협약 –  
44개 서명 회원국들이 국제 사업 거래에서 뇌물을 금지하고 
부패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회계 변경을 명령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Victaulic은 미국 및 지역 부패 방지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 공급업체, 대리점 및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미국 여행법 (U.S. Travel Act) – 상업 부문 및 공무원의 뇌물 
수수 위반자에 대한 연방 기소를 규정함. 이러한 법률은 모든 
Victaulic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일반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Victaulic 계열사는 국영 기업
(“SOE”) 및 정부 관료(“GO”)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가 마련되었고 SOE 및 GO를 포함한 모든 여행 
및 유흥 비용에 대해 이 절차가 다음과 같이 요구됩니다.
*75달러를 초과하는 선물
*75달러를 초과하는 유흥/식사 접대
*Victaulic에서 지불한 모든 여행 비용

문답
(Q&A)

부패 방지법에서는 부정 지급과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지닌 모든 것
•  외국 공무원, 정당, 정당 간부 

혹은 후보자에 대한 지급

•  부적절한 편익 확보를 위해 
임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

•  직접적인 사업 관계를 확보  
또는 유지하려는 목적의 지급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에서는 
중개인 또는 컨설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외국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관료에는 정부가 통제하거나 
개입되어 있는 상업적 사업체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정부, 국제기구, 
부서 대행사 직원 또는 공식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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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지급

Victaulic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장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당사는 정직하게 제품을 
판매하며 불법 행위를 요하거나 회사의 표준을 위반하는 
판매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주고받는 행위는 윤리 강령에 위배됩니다.
•  뇌물 
•  리베이트 
•  호의 
•  접대

•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는 
선물 또는 유흥 접대

•  가족 구성원을 고용해 
주겠다는 약속

당사는 사업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당사와 엔지니어링  
및 계약 회사를 포함한 공급 업체, 유통 업체, 직접적인 고객  
및 기타 당사자뿐 아니라 규제 및 라이선스 당국과의 관계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Victaulic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공급 업체, 협력 업체, 중개인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선물이나 호의를 받으면 본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분야에서 정부 관료와 기업인들 간에 뇌물 
공여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도 만연합니다. 공공/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외국의 관료나 인사에게 가치 있는 선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에 반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Victaulic의 직원 중 누구라도 부정한 자금 또는 선물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도모한다면, 이는 계약 종료까지도  
가능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이 직원은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소지  
및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 지급 규정 위반의 예:
신제품 라인 입찰에 참여 중인 한 공급자가 리타(Rita)에게 
최저 입찰가 정보 제공을 대가로 사례금을 제시함.
세일즈 엔지니어인 피터(Peter)는 우리의 중개인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개인은 이 자금을 국영 광산 회사의 관리 팀을 
Victaulic 제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회사의 조달 
담당자에게 지불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회사에서는 
Victaulic 제품을 관할하는 정부  
등급 평가 기관의 Victaulic 본사  
방문 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국가 공무원 또는 
정부 등급 평가 기관 직원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해 교통, 호텔 및 타
당한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부 적절합니다. Victaulic 위치로
의 왕복 교통비, Victaulic 시설 및 작
업장으로의 왕복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의 호텔 및 식사 비용을 지불하
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행 및 
귀가 중의 부대 여행을 위한 숙박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목적 이상
의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러한 공무원들에게 현금 또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지불해서는 안 됩니
다. Victaulic은 정부 관료와 접대 계
획에 대한 필수적인 사전 승인 절차
를 수립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업
무 촉진비의 일환으로 ‘급행료’를 제
공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일상적인 정부 
업무를 촉진하려는 목적 하에 정기
적으로 '급행료'나 업무 촉진비를 지
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정부 업무의 예로는 허가증 및 
면허증과 비자, 선적/하역 또는 일정 
검사증 등의 정부 증명서 처리를 위
한 공문서 발급을 들 수 있습니다.

문답
(Q&A)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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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및  
접대 정책
Victaulic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윤리적인 행동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고객 접대 
및 적절한 선물은 Victaulic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접대를 주거나 받는 행위가 반드시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되  
직원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또는 선물이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서도 안 됩니다, 선물은 계약 협상 중 또는 계약 
협상을 놓고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물을 절대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허용 가능한 선물은 너무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  비금전적 선물로 화폐가 아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 액면 가격(1년 이내에 동일한 상대로부터 75달러  

또는 그 미만) 
• 스포츠 경기, 음악 또는 문화 행사 티켓
• 상품 (선물 바구니, 와인, 옷, 머그잔 등) – Victaulic 상품 

시장에서 제안하는 적절한 선물을 확인하십시오
75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은 부서 관리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비 보고서의 환급을 원할 경우, 모든 선물 내역, 선물 제공 
대상 및 그의 현재 Victaulic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이 지불된 모든 콘퍼런스(숙소, 교통비, 식사 포함) 
초청은 해당 지역 자율 준수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 유흥 접대” 또는 누드나 음란한 행위가 포함된 일체의 
행사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식사는 금지됩니다. 
 
선물 또는 접대가 수용 가능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선물을 주기 전에 부서 책임자에게 질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율 준수부 또는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십시오. 
 
정부 관료에게 선물 및 접대를 주거나 받는 행위에 대한 개별	
정책은 윤리 강령의	7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질문:	문제 해결을 도와준 
사례로 고객으로부터 50달러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기프트 
카드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아니요. 직원은 달러 
금액에 상관없이 제삼자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하는 게 
아닐까요...” 직원은 기업의 재정 한도를 
넘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선물을 준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은 그 순간의 빠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회사의 
선물, 접대, 환대 정책을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면 아마 상대방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 해당 선물 또는 혜택을 부서 
관리자에게 최대한 빨리 보고하십시오,  
부서 관리자의 승인으로 선물을 받거나 
정중한 말로 거절하거나 또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답
(Q&A)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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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상충

회사의 이사, 간부, 직원 및 대리인은 반드시 Victaulic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 이해가 Victaulic
의 이해와 부적절하게 상충하거나 심지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합니다.
이해 상충은 사무실을 떠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Victaulic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귀하가 맺게 되는 모든 사업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및 직장 외부에서 자신과 Victaulic
에서의 업무 간에 상충(또는 상충처럼 보이는) 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피하십시오.
Victaulic 직원은 동시에 다른 배관 관련 제품의 판매, 마케팅 
또는 대표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상충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뭔가 이해관계 상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닙니다. 상충 상황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입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알리고, 회사 인사 
부서, 자율 준수 책임자 또는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고  
이를 연례 이해관계 상충 인증에 공개하십시오.

이해관계 상충의 예:
고위 경영진이 또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이 자신이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Frank(프랭크)는 형이 자동판매기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곧 새로운 자동판매기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rank 
(프랭크)는 이제까지 받았던 최고의 입찰 조건을 그의 형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회사를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입찰했습니다.
부서 책임자인 Sofia(소피아)는 그녀 부서의 빈자리를 채우는 
책임자인데, 그녀의 사촌은 자격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 결정을 자신의 임원에게 돌리는 대신에 
소피아는 자신의 사촌을 그녀의 직속 부하로 채용합니다.

질문:	저의 배우자와 저는 
Victaulic 에서 저의 직업과 관계없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업은 
Victaulic 에 뛰어난 제품 및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Victaulic 의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상황은 잠재적인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상충 문제를 모두 공개할 때 
이 상황은 가장 잘 관리됩니다. 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귀하의 부서 
관리자/부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누군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Victaulic은 두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귀하의 주요 업무 의무는 
Victaulic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업이 Victaulic에서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시간, 장비, 
사무용품 또는 컴퓨터를 두 번째 직업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직업이 Victaulic과의 이해관계 상충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문답
(Q&A)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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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상충
이해관계 상충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고객, 대리점 또는 경쟁 

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 혹은 투자(해당 회사 주식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  여하한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사와의 자문 혹은 고용 
관계

•  임의의 회사 사업과 경쟁적인 또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외부 사업 활동(지분 소유, 고용 또는 공급자/컨설턴트 
관계)

•  회사 책임에 대한 관계사의 적정 시간 및 주의 제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외부 활동

•  회사와의 판매 또는 구매 거래 행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회사 자산 처분 프로그램은 제외)

•  회사에 공개하지 않은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사의 
이사회 활동

•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사위, 자부, 매제, 매형, 형부, 제부, 
처남, 처제 및 처형 포함) 또는 가까운 지인의 직무 평가, 
급여 또는 수당을 감독, 검토 혹은 이들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  은행이 아닌 회사의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 회사 간부인 경우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단, 해당 
은행의 일반 고객이 유사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사실을 회사의 자율 준수 
책임자에게 공개한 경우는 예외로 함).

질문:	저는 Victaulic에
서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
며 제 아들은 경쟁사의 대리점에
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
계 상충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 경우는 잠재적 
이해관계 상충 혹은 이해관계 상
충으로 보이는 상황을 야기하며, 
회사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례 전자 인증
직원들은 매년 윤리 강령과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의심 행위 신고  
의무에 대한 숙지 및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요구되는 이해관계 상충이나 의혹
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공개하여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답
(Q&A)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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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반독점

Victaulic은 시장에서 고객에게 우수한 제품 제공하고 
자유 시장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품질, 가격 및 다른 객관적인 
요인이 경쟁에서의 승리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반독점/공정거래법으로도 알려진 불공정 경쟁 금지법은 
경쟁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Victaulic 
직원은 경쟁자와 협력하거나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법상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유 
시장 원칙에 반하는 경쟁사와의 가격 고정, 영역 분할, 
계약 조건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독점/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부서 책임자, 지역별 자율 준수 담당관이나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밀 혹은 독점 표시가 있거나 반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쟁사 관련 정보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부서 
책임자 또는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해 자문을 구하십시오.

부적절한 독점 행위의 예:
영업 대리인인 존(John)은 산업 무역 박람회의 칵테일 
리셉션에 있습니다. 직접 경쟁하는 회사의 영업 대리인이 
존에게 접근하여 다가오는 경쟁입찰에서의 경쟁가격에 
대해 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존은 대화를 즉각 중지하는 
대신에 Victaulic의 가격 및 입찰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존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Victaulic
의 정보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반입니다. 
 
대리점이 두 개가 있는 동일한 시장에 새로운 대리점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대리점은 새로운 경쟁자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귀하에게 그 경쟁자에게 물건을 
팔지 말 것과 계약자에게 새로운 신입 대리점과의 
사업을 피하라고 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반독점 
위반입니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협력하지 마십시오.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사 관계 관련 규칙:
•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가격이나 프로젝트/거래 
조건을 절대 논의하지 않음

•  영역 또는 시장 분할, 이윤 
설정 혹은 계약 조건을  
절대 논의하지 않음

•  생산 및 판매 능력이나  
규모를 절대 논의하지 않음

•  비용 및 이윤을 절대  
논의하지 않음 

•  시장 점유율에 관해  
절대 논의하지 않음

•  반경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협의에 대한 참가를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거부함

•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간접적으로 하려 절대 
시도하지 않음 프로젝트/
계약의 거래 조건이나 가격에 
관한 간접적 의견 표출이나 
질문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피해야 함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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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제재  
및 불매 동맹
미국에 본사를 둔	Victaulic은 미국에서 통제되는 회사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무역 제재
미국 정부 및 EU는 무역 제재 조치, 엠바고 또는 구체적으로 목록에 
기입된 거부 단체로 인해 미국 회사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국가 
및 개인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ictaulic은 선적 전 잠재적인 
고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목록과 제삼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최종 사용자 및 개인에 관한 최신 목록은 
글로벌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Global Trade Compliance)  
팀 또는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십시오. 	
불매 동맹
미국 법은 미국 기업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 및 다른 국가 
또는 회사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회사에 대한 보이콧 또는 
제한적 무역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동의 일부 회사는 
Victaulic이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현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미국 법은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출 통제
수출 규정은 특정한 품목 및 기술을 특정국 또는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ictaulic의 특정 제품  
및 기술은 수출 통제 및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주 유출
전송에는 물리적 선적뿐만 아니라 기술 데이터의 공개(장비 및 
시설의 육안 검사, 대화 또는 해외 상황에 적용, 개인적인 지식 또는 
기술 경험), 기술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전자 전송, 기술 데이터, 
소프트웨어, 견본, 부품 및 전문 장비를 휴대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제품 및 기술의 판매, 선적 또는 전송 제한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지역별 자율 준수 담당관이나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규칙
제품 수입은 해당 국가의 세관에 의해 규제됩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세 규칙에는 수입 상품의 분류, 평가,  
원산지 및 표시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C-TPAT: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무역 동반자 관계
Victaulic은 C-TPAT 프로그램 실시 중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C-TPAT는 전반적인 공급망 및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공동 정부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무역 자율 준수 정보:
•  Victaulic 직원에게는 Victaulic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수입 및 무역 자율 
준수 법규를 존중하며 준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  국제 무역법은 전 세계에서의 제품 
이동을 통제합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통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Victaulic의 정책입니다. 

수출 통제 정보:
•  일부 국가로의 제품 수출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수출할 때 복잡한 배송이나 
재정적 제도에 유의하십시오.

•  무역 제재 및 수출 제한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C-TPAT:

•  기업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공급자 및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합니다.  
수출, 수입 및 무역 자율 준수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Victaulic 및/또는 
개별 직원이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업 중단이 
발생하고 Victaulic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자율 준수 신고는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무역  
자율 준수 정책에 위배되는  
상황을 접한 경우 지역별 자율  
준수 책임자, 법무부 또는 이메일 
(Trade.Compliance@Victaulic.com)
을 통해 글로벌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
(Global Trade Compliance) 팀에 
문의하십시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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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 컨설턴트  
또는 제삼자의 이용

많은 국가에서 외국 정부나 정부 기관(예: 국가 광산 회사) 
및 민간 기업과의 거래를 중재하거나 중개하는 중개인, 
컨설턴트, 대리인 또는 기타 제삼자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Victaulic에서는 '글로벌 대리점 및 중개인 계약 
정책(Global Distribution & Agent Agreement Policy)'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안된 중개인 계약서 및 
주의 의무 요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비배타적/일방적 대리점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면 대리점 계약이 요구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리점 및 중개인 계약 정책은 
부정 지급을 금하는 회사의 정책에 부합하는 대리점 임명 
프로세스, 직접 고객에 대한 판매 및 기타 사업 관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중개인 후보와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별, 
지역별 혹은 부문별 부서 책임자 및 재무 관리자는 반드시 
Victaulic의 최고재무책임자 및 법무부에 통지하여 진행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 요건은 회사 법무부에서 
제공합니다.
Victaulic의 국가별, 지역별 관리자나 총괄 관리자 및 재무 
관리자는 회사가 부정 지급을 금하는 법률에 적합하고 
신망이 있으며 불법 행위 전력이 없으며 필요한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지닌 자와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중개인 계약 
체결 전 승인을 득하기 위해 CFO 또는 회사 법무부  
및 CEO에 제출합니다.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FCPA) 및 OECD 협약 준수를 
포함하여 Victaulic의 부정 지급 관련 정책의 요건은 
반드시 계약서상으로 해당 중개인의 수락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Victaulic의 모든 중
개인에 대해 뇌물 방지법의 자율 준
수가 계약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
실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Victaulic 정책 요건에는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FCPA), OECD협약 및 
기타 모든 뇌물 방지 관련 법률이  
포함되며, 중개인은 반드시 이와  
같은 요건을 계약상으로 수용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Victaulic 네트워크
의 새로운 대리점으로 추가하는 승
인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은 무
엇입니까?

답변:	글로벌  
대리점 및 중개인 계약 정책 
(Global Distribution & Agent 
Agreement Policy)  
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여신 심사/승인

•  지역별 자율 준수  
책임자와의 접촉

•  배경 심사

•  준수 증서

문답
(Q&A)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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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컨설턴트  
또는 제삼자의 이용

중개인, 컨설턴트  
또는 제삼자의 이용
중개인에 대한 모든 지급은 Victaulic 최고 재무 책임자(CFO)의 
승인을 요합니다.

제삼자를 컨설턴트나 대리인으로 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Victaulic의 중개인으로 대리할 수 있으므로, 컨설턴트 
및 대리인과의 제안된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회사 법무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점
대리점과의 긴밀한 협력은 Victaulic의 글로벌 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Victaulic은 '자율 준수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는 
관련 부패 행위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적합한 경우 Victaulic은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대리점에 제삼자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는 Victaulic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모든 조사는 내부 감사 이사, 자율 준수부 및 법무부에서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Victaulic은 또한 위험 국가에 있는 모든 
대리점이 FCPA 및 해당 국가의 뇌물 방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ictaulic은 Victaulic 및 회사 지적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IP), 자산, 직원을 법률 또는 업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대리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Victaulic 브랜드 사용
간혹 제삼자가 Victaulic의 브랜드, 로고 또는 기타 상표/저작물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마케팅 부서나 
법무부에 이관해야 합니다.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계가 독립 대리
점인지 중개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ctaulic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  다른 제품이나 고객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  제품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가?

•  제품에 대한 권리와  
손실 위험을 가지는가?

상기 질문 중 하나라도 대답이 ‘
아니오’인 경우, 이는 중개인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법무부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문답
(Q&A)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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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 방지

범죄 활동(도난, 뇌물, 테러 및 마약)에 관련된 사람은 
그들의 범죄를 통해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화하기 위해서 
“세탁”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 
범죄 활동 과정에 관련된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돈세탁 
방지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테러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합법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때때로 '역전된’ 돈세탁이라고 불립니다. 

Victaulic 은 전 세계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방지법을 
준수할 것이며 적법한 출처에서 획득한 자금으로 적법한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신망 있는 고객과만 거래할 
것입니다. Victaulic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고객 관계 및 
거래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Victaulic의 무결성과 명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대상 활동:
•  제삼자, 실제 고객 업체의 소유주 또는 직원, 혹은 

미확인 또는 미승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 행위. 송금 전에 매번 해당 계좌의 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

•  고객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유효한 
인보이스에서 명확하지 않은 대금 지급.

•  전체 정보 제공을 꺼려 하거나, 거짓되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요건 회피를 시도하는 고객,	대리점 또는 중개인.

•  현금 결제 제시 행위.
•  고객의 사업과 일관성이 없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주문,	구매 또는 대금 지급.
•  실제 사업 목적 없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결제		

준비 또는 비정상적으로 우호적인 결제 조건.
•  조세 피난처나 테러 활동, 마약 운반 또는  

자금 세탁 활동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과 관련된 거래.

•  비은행 금융 중개 기관 또는 외국의		
쉘 은행(Shell),	역외 은행이 개입된 거래.

문답
(Q&A)
질문:	외국 대리점이 
선불 고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선불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불 처리 어려움과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그가 다른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남아 는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이 제안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회사 법무부 
또는 자율 준수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의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는 자금 세탁 및 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Victaulic은  
주문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불을 요청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활동의 경고	
신호를 접할 경우 해당 사안을	
Victaulic	법무부 또는 자율	
준수부에 제기하여 거래가 더	
진전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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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및  
공급업체 관계

질문:	저는 Victaulic 
바이어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회사의 대체 모터 공급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만나고, 
그는 종종 저와 제 아내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러한 오래된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귀하는 이를 이해관계 상충으로 
귀하의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다른 
구매자 또는 상품 관리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이익이 됩니다. 

Victaulic은 뇌물에 대해서는 제로 
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급자 및 계약자 역시 
동일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제삼자의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입니다. 뇌물에는 
금전, 선물, 여행 비용, 접대비, 
휴가비, 비용 또는 배려를 통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이 
포함됩니다.

문답
(Q&A)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와 Victaulic의 관계는 적법하고 
경쟁적이며 공정한 관행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장점, 즉 
품질, 가격 및 배송에 관한 당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에 
기반하여 장비, 사무용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것이 
Victaulic의 정책입니다. 모든 공급자는 진실성, 공정성  
및 차별 없이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별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 안전성, 추적성 및 다른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해 나가는 공급 업체와만 거래할 
것입니다. Victaulic에게는 회사 표준 준수 보장을 위해 
일상적인 공급 업체 감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Victaulic 관계사는 소수 독점 정보의 조작, 은폐 및 남용, 
실체적 사실의 허위 유포 혹은 기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통해 다른 이를 불공정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기밀 유지 계약을 통해 Victaulic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할 것이며 기밀 유지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공급 업체 제공 정보를 보호할 것입니다.
Victaulic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 서비스와 대규모 
구매에 대해 공식적인 계약 협상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물류 
및 소싱(Global Logistics & Sourcing) 부서 또는 법무부는 
필요에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배경 조사	–	공급자/협력업체/컨설턴트
직원을 채용할 때와 같은 표준인 능력, 전문성, 명성 및 정직을 
계약자 및 컨설턴트를 채용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조달 결정 
및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 채용과 관련된 직원은 컨설턴트  
및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경 점검 역시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자 관계에서 부적절한 남용의 예:
구매 담당인 Francine(프랜신)은 적절한 배경 조사  
및 공급자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그녀의  
사촌이 소유 및 경영하는 공급 업체로 거래를 돌렸음.
Tim(팀)은 향후 몇 년 간 학용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으로  
새 사무용품 납품업체를 선정했음.
주물 공장 책임자인 John(존)은 폐자재 1kg당 10센트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폐자재 처리 업체를 선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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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 관행

질문:	저희 부서에는 모든 
연령층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나이가 든 그룹에 속합니다.  
저는 두 명의 부서 책임자가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와 추진력
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은퇴하려
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젊
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
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때
문에 계약 종료가 될까 걱정이 됩니
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변:	귀하의 부서 책임자 
또는 지역 인사 팀에 문의해서 회사
가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
령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
십시오. Victaulic은 직원의 기술, 지
식 및 능력을 기반으로 계약 종료 결
정을 합니다. 회사는 선의를 다해 문
제를 보고한 행동에 대한 보복을 허
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답
(Q&A)

노동자, 특히 여성과 소수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장려하는 
많은 국가의 법규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Victaulic은 직원이 존중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채용, 진급, 급여, 계약 종료, 교육 기회 및 직무 할당과 같은 
고용 관련 결정은 적격 여부, 경험, 역량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  성 
•  임신 
•  연령
•  피부 색/인종 
•  장애 
•  혼인 상태

•  국적 
•  종교 
•  퇴역 군인 지위
•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입회, 결사, 신념  
및 성적 취향)

Victaulic은 인권 및 인신매매와 노예제도 퇴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Victaulic은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가내 노예 상태, 성매매 및 작업장 남용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Victaulic은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업에서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직장 내 희롱
직원은 장점, 역량 및 신뢰가 넘치고 다양성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 부서 책임자,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계약자 
및 고객에게 희롱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희롱은 말, 물리적 또는 시각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많은 형태로 발생합니다. 모든 형태의 직장 폭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행위자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재적 성희롱의 예로는, 원치 않는 접근, 부적절한 성적 
농담, 성을 암시하는 얘기, 접촉, 성 접대 요구 및 외모에 관한 
부적절한 언사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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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 관행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제 부서에
서 근무하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부서에서 위협
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메
일을 통해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서
만 오가고 공격을 받는 아무에게
도 공유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행
위들은 괴롭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직원의 
사적인 행동을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지만,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회사의 재산, 회사의 시간 
및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무실 내의 사생활일지라도 
우리의 작업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답
(Q&A)

희롱의 다른 예: 인종, 종교, 민족성, 성 또는 나이와 관련된 
공격적인 언사, 농담 또는 그림. 회사 이메일 또는 보이스  
메일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발송된 자료 또는 언사는 
괴롭힘으로 간주되거나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 몸짓, 언사 및 소통은 Victaulic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노골적 성적 유흥
때때로 고객, 공급자 및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가 개입되는 접대 및 유흥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역별 관습을 불문하고 Victaulic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유흥 접대를 용인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원 기밀 정보 보호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관련된 부분에서 Victaulic은 
파이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Victaulic 내부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에서 명시한 대로 개인 정보 및 특별 카테고리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Victaulic은 전  
업에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직원, 다른 직원 
구성원이 Victaulic 내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숙지하여  
개인 정보 및 특별 카테고리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자신의 
업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불공정 대우 규정 위반의 예: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인 Vivian(비비안)은 자신의 종교적 
소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루 휴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후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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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재무 기록 및 부실 관리의 예:
회계 직원인 Silvia(실비아)는 상사로부터 일반 운영비를 특별 
회계 적립금에 부과하라는 요청을 받음. 그렇게 하면 해당 
사업부의 이익이 왜곡될 것이라 얘기하며 거부하자, 이는 
모두의 연말 성과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녀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 
이라는 얘기를 들음.
영업 이사인 Fred(프레드)는 직접 보고를 지시하여 값비싼 
교육 장비를 구매하고 자체 지출 보고서에 이를 기록함.  
이 과정에서 자본 항목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음.

정확한 장부  
및 기록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중 누구라도 ‘실적 달성’
을 위해 재무 정보나 기타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	보고에		
대한 두려움
나쁜 뉴스의 보고가 지체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고 
해결 또는 문제를 줄일 
기회를 감소시킬 뿐입니다. 
재정에 관련되었거나 그 
외의 것에 관련된 모든 나쁜 
뉴스는 명령 체인에 빠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차기를 위해 이익을		
은폐하는 행위
미래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립금, 이익 또는 기타 
우발 이익을 은폐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우발 이익 및 이익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한 회계 기준과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분석 및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Victaulic 사업장에서는 정확한 장부 및 기록 유지가 
요구됩니다. 정확하고 적시의 재무 기록 및 확실한 수출 
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급과 기타 거래는 반드시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칙과 Victaulic
의 회계 정책에 준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상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적절한 내부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회사 자금은 어떤 목적으로든 
조성해서는 안 되며,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나 회사 계좌가 
아닌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사 자산은 반드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적합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재산 및 자산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회사 구내로부터 이동시키거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산에는 모든 형태의 전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무 정보를 회장/대표이사 및 최고 재무 책임자(CFO)의 
승인 없이 회사 외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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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

금지 행위:
•   회사 법무부와 우선 상담하지 

않고 제삼자에 속한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

•  사전 승인 없이 기밀 유지 
계약 또는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  기밀 정보를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자와 논의하는 행위.

•  회사 법무부에서 승인한 서면 
계약 없이 제삼자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행위.

•  특허 신청이 등록되거나  
기타 보호 조치가 강구되기 
전에 신제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회사 법무부의 승인 전에 
신규 상표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행위.

•  해당 사법권에 따라 요구되는 
경쟁 금지 계약, 기밀 유지 
계약 및/또는 권고 금지 
계약을 우선 체결하지  
않고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ctaulic은 기계식 배관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오랫동안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Victaulic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Victaulic은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질문이나 진술을 포함하여 특허, 상표 및 저작권과 관련된 
질문이나 진술은 Victaulic 법무부로 보내야 합니다. Victaulic
외부의 새로운 제품 콘셉트 검토 전,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 
요청, 수용 또는 사용 전 및 Victaulic의 지적 재산권을 
제삼자에게 공개하기 전을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모든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또는 기밀 정보의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와 상담하십시오.
Victaulic의 영업 비밀에는 개발 중인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제품 설계 및 도면, 엔지니어링 절차 및 지침, 제조 공정 및 
방법, 고객 명단 및 주소, 고객 목록, 가격, 프로젝트 한계 
수익점, 예산과 연구 및 사업 전략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영업 비밀에 대한 Victaulic
의 권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Victaulic
법무부에서 승인한 기밀 유지 또는 사용 허가 계약에 의한 
통제 없이는 공개를 금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
전 종업원, 컨설턴트 및 협력 업체는 고용이나 관계 개시 
전에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객, 유통업체, 
납품업체 혹은 공급업체에서 기밀 유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및/또는 상표권 대상 정보의 이용
직원은 문서 및/또는 구두의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이를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볼 때 저작권 또는 상표 
정보 및 이미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부 출처의 정보, 음반, 
사진 또는 기타 창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규칙이나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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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보호

회사 자산을 손실, 도난 및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책임입니다. Victaulic의 자산은  
유형 및 무형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자산
•  시설
•  장비
•  자금
•  정보 시스템

무형 자산
•  지적 재산권
•  발명 공개
•  제조 노하우
•  영업 비밀
•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자산은 반드시 경영진의 인가 내용에 의거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의 도난, 사기 혹은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될 때에는 이를 부서/팀 관리자나 지역별 자율 
준수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픈 자녀를 체크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둘러 배우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단순한 식료 잡화 영수증을 회사의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과 같은 타당하면서 허용 가능한 행위는 직원에게 
맡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계 안에서 행해지고 작업 목표가 
아직 완수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면서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는 절도 또는 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컴퓨터 및 데이터 보안
오직 Victaulic 직원만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는 Victaulic 의 IT 부서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컴퓨터, 전화 및 모바일 
기기를 Victaulic의 재산으로써 
공급합니다. Victaulic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 보이스 메일, 
문자 메시지 및 파일 그리고 컴퓨터 
사용은 Victaulic 내부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에서 명시한 대로 검토 
또는 관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메일 
또는 인터넷 자원을 이용하여 
인종 차별적, 성적, 불법적, 혹은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들 자료를 열람, 
전송, 저장 혹은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합니다.

회사 자원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이든 국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직원은 보안 시스템 및 기밀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의 부적절한 공개, 감염  
또는 손상은 Victaulic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모든 의심스러운 안전사고는 즉시 
직원의 부서 책임자 또는 정보 안전 
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이용 예:
제조 관리자인 Ron(론)은 모금 운동을 실시 중인 지방의  
한 자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당 자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행사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회사 거래처에 기부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Sally(샐리)는 남편의 가내 사업 홍보를 돕기 위해 5페이지 
안내 책자를 컬러로 500장 인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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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
로비와 정치 활동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이 부문에서 회사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Victaulic은 회사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 사무소와 좋은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ictaulic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기업이 선출직 관료 및 그 
직원에게 기부, 제안, 약속 혹은 공여할 수 있는 것에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법무부와의 상담과 회장/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직간접적)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 자금이나 회사 자산을 공여, 
제공 또는 제공 위임할 할 수 없습니다.
정치 기부는 그것이 해당 정부 관료의 조치를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 결정이나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에 있어 Victaulic
이 선택되도록 추천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식일 수도 있으며, 
현재 혹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납품업체(또는 예비 
납품업체) 목록에 Victaulic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 등의 
간접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정치 활동
Victaulic은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자나 정당을 후원함에 있어 
직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근무 시간, 회사 재산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원의 선택이며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문:	제 고향 하원 의

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의 초대
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수표를 보내기를 원합니
다. 제 비서가 캠페인에 개인  
수표를 보내도 됩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특급 우편 비용은 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회사 법무부 자문이 필요한	
회사 자금 및 자원을	
사용하는 정치 기부금의 예
•   지방, 주 또는 연방 정치 

후보자에 기부하는 행위.

•  정치 모금 행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  식사, 물품, 서비스, 여행 
숙박 또는 스포츠 및 예능 
행사 티켓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 모금 활동을 위해 업무 
시간 중에 개인 또는 회사의 
자원을 대여하는 행위.

•  정치 광고나 기타 캠페인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문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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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커뮤니케이션

Victaulic	신고 전화 세부 
연락처 정보는 웹 사이트
(Victaulic.com)의 ‘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예:
유럽 지역 영업 책임자인 Joe(조)
는 Linkedln 사이트의 프로필에 
자신이 Victaulic의 수직 시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해당 수직 시장에서의 
회사의 실제 연간 매출 및 성장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의 관한 
자신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Victaulic에서의 그의 
역할 및 책임만 진술해야 합니다. 
조는 재정 또는 다른 사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Forks Manufacturing의 관리직 
비서인 자넷 (Janet)은 조합 
계약 조건 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말하는 대신에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에게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전화를 기업 
커뮤니케이션부로 넘깁니다.

뉴스 및 업계 매체 
 
뉴스 또는 업계 매체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나 요청은 기업 
커뮤니케이션부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요구에는 
다음 주제에 대한 통찰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노동 계약 협상, 경영진 변화
•  합병, 인수 또는 중대한 사업상 사건
•  신제품, 정책, 제조법 또는 사업 전략

사회적 매체 
 
친목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가 사업상 혹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망 형성 및 조사의 중요 방편이 됨에 따라 
Victaulic 직원들에 의한 이들 사이트 이용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 사회적 
매체 참여는 허용됩니다. 

• 직원은 이들 포럼을 통해 회사 소유의 비즈니스 정보를 
언급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 Victaulic 직원들은 이들 사회적 매체의 포럼에 게재하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닙니다.

•  임의의 사이트에서 자신을 Victaulic 직원이라고 
밝힌 경우, 자신의 프로필 및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자신이 동료나 고객에게 보여주리라 기대하는 모습과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  관련된 의견을 말하거나 이를 게시를 할 때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Victaulic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자신이 게재한 내용이 장기간 공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블로거 및 작가의 요청은 기업 
커뮤니케이션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의견이나 게시물을 봤을 때에는 회사 법무부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부에 보여줄 것을 권장합니다.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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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화
신고 전화의 목적은 윤리 강령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을 보고하거나 우려 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전화는 비밀이 보장되며 간편하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제삼자 공급업체인 Navex Global에서 운영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해당 지역의 수신자 부담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보고 번호 및 PIN을 할당합니다. 최초 보고 이후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추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화를 걸거나 보고 번호 및 PIN을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 강령의 4페이지에 있는 우려 사항 또는 보고 부분에 있는 연락처 목록을 통해 부서 관리자, 
부서 책임자, 리더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서 
무료 신고 전화번호, 해당 지역 신고 전화 방법 그리고 온라인 보고 도구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에 따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 후속 
조치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법에 따라 일부 국가/지역의 직원들은 보고하는 위반 카테고리 및/또는 보고 전화 및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개인 확인 정보에 의해 제한됩니다. 지역법에 따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없는 국가에서 보고하는 경우 Victaulic은 가능한 한 후속 조치 절차에서 기밀성을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보고
Victaulic.Ethicspoint.com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미국  1-866-842-2927번
호주(옵터스)  AT&T Direct® Access (1-800-551-155) + 866-842-2927

호주(텔스트라)  AT&T Direct® Access (1-800-200-288) + 866-842-2927

벨기에  AT&T Direct® Access (0-800-100-10) + 866-842-2927

브라질  0800-892-1872

불가리아  (00-800-0010) +866-842-2927

캐나다  866-842-2927

중국  4008822025

체코 공화국  800-144-409

덴마크  (800-100-10) +866-842-2927

이집트(카이로)  (2510-0200) +866-842-2927

이집트(카이로 이외 지역)  (02-2510-0200) +866-842-2927

핀란드  0800-9-13395

프랑스  0800-90-9297

독일  AT&T Direct® Access (0-800-225-5288) + 866-842-2927

인도  AT&T Direct® Access (000-117) + 866-842-2927

아일랜드(UIFN)  (00-800-222-55288) + 866-842-2927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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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스라엘(바라크)  (00-800-222-55288) + 866-842-2927

이스라엘(베제크)  (1-80-949-4949) + 866-842-2927

이스라엘(골든 라인)  (1-80-922-2222) + 866-842-2927

이탈리아 
(산마리노ㅡ 바티칸 시티 포함)  AT&T Direct® Access (800-172-444) + 866-842-2927

대한민국(데이콤)  AT&T Direct® Access (00-309-11) + 866-842-2927

대한민국(온세)  AT&T Direct® Access (00-369-11) + 866-842-2927

대한민국(한국 통신)  AT&T Direct® Access (00-729-11) + 866-842-2927

대한민국(미군 기지 데이콤)  (550-2USA) + 866-842-2927

대한민국(미군 기지 한국 통신)  (550-HOME) + 866-842-2927

말레이시아  (1-800-80-0011) +866-842-2927

멕시코  001-877-615-4831

네덜란드  (0800-022-9111) + 866-842-2927

노르웨이  (800-190-11) + 866-842-2927

노르웨이(미군 기지)  (800-199-11) + 866-842-2927

폴란드  0-0-800-111-1983

카타르  00-800-100-554

루마니아  (0808-03-4288) + 866-842-2927

남아프리카  (0-800-99-0123) + 866-842-2927

스페인  AT&T Direct® Access (900-99-0011) + 866-842-2927

스웨덴  AT&T Direct® Access (020-799-111) + 866-842-2927

스위스  (0-800-890011) + 866-842-2927
대만  AT&T Direct® Access (00-801-102-880) + 866-842- 2927
터키  (0811-288-0001) + 866-842-2927

아랍에미리트 연방  (8000-021) + 866-842-2927

아랍에미리트 연방 
(군 USO 및 무선 전화)  (8000-061) + 866-842-2927

아랍에미리트 연방(du)  (8000-555-66) + 866-842-2927

영국 및 북아일랜드  (0-800-89-0011) + 866-842-2927

본인의 국가가 없습니까?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AT&T Direct® Access 번호로 전화한  
후 미국 번호(866-842-2927)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 부담 신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business.att.com/bt/access.jsp(정확한 국가 및 AT&T Direct® Access 번호를  
찾기 위해 본인의 영문 국가명의 첫 번째 글자를 선택하십시오)

윤리 강령

26

http://www.victaulic.co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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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네트워크 12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공장과 
영업 지원 센터

주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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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aulic 및 기타 모든 Victaulic 상표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Victaulic 및/또는 Victaulic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기타 모든 상표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각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특허 등록” 또는  
“특허 출원”이라는 용어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품목 및/또는 사용 방법에 대한 설계 혹은 실용신안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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