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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령이 중요한 우리의 강령이 중요한 
이유이유: 회장 겸  회장 겸 CEO  
Christophe  Beck의 메시지의 메시지
직원 여러분께직원 여러분께,

Ecolab에서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팀이 우리의 개별 직원, 회사, 고객, 
커뮤니티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함께 

일하고 올바르고 공정하며 정직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일 모든 소통을 윤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Ecolab 행동 강령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가치, 신념, Ecolab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되는 것을 논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서를 읽고 서로 및 고객과의 매일의 교류에서 이를 지침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았다면 이 문서에 소개된 리소스를 이용해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의 놀라운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의 저희 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Ecolab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과 함께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인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온 우리의 유산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ristophe  Beck
회장, 대표 겸 최고경영자

우리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목표지향적 
팀이 우리의 개별 직원, 회사, 
고객, 커뮤니티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점을 믿습니다.

ii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가치가치

우리는 목표를 달성합니다우리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고객, 주주, 우리 서로를 위해 결과를 
달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고, 
배우고 성장하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하며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진심어린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신중히 하되이 모든 일을 신중히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모든 Ecolab 동료의 일상적인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회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다양한 관점다양한 관점으로 함께 으로 함께 

일합니다일합니다

우리는 기능 부서 및 지리적 위치를 
통틀어 팀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협업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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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령이 중요한 이유우리의 강령이 중요한 이유: 회장 겸  회장 겸 
CEO  CHRISTOPHE  BECK의 메시지 의 메시지 i

2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 5

우리는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다 6
우리는 평등한 고용,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7
우리는 직장 안전을 유지합니다 8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합니다 9 

우리는 인권을 지지합니다 10

4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16

우리는 커뮤니티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합니다 17
우리는 뇌물 및 부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8
우리는 공정 경쟁을 지지합니다 20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요건을 
준수합니다 21
우리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22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합니다 23

5 우리가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을 위해 
일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24

우리는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합니다 25
우리는 윤리적으로 선물, 접대 
및 환대를 교환합니다 27
우리는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29
우리는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리합니다 30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31
우리는 Ecolab 자산을 보호합니다 32
우리는 내부자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33
우리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34
우리는 적절하게 소통합니다 36

3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 11

우리는 제품 품질과 안전을 촉진합니다 12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13
우리는 미국 정부와 윤리적으로 일합니다 14
우리는 정직한 마케팅 관행을 유지합니다 15

우리의 가치우리의 가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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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강령을 준수합니다 2
우리는 질문하고 우려를 신고합니다 3
우리는 조사를 지원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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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때취할 때, 항상 다음을  항상 다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합니다

•  내 행동이 강령, 정책,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가?

•  내 행동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겠는가?

•  내 행동이 Ecolab의 가치를 반영하며, 
올바른 일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행동을 다시 검토하고 계속하기 
전에 관리자나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강령을 준수합니다우리는 강령을 준수합니다
Ecolab의 모든 직원은 우리의 강령, 정책,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어떻게 강령을 준수합니까어떻게 강령을 준수합니까?
• 모든 Ecolab 직원, 관리자, 책임자뿐만 아니라 과반 지분 소유 자회사 및 합작 회사의 모든 직원과 모든 당사 

대리인, 계약자, 컨설턴트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강령을 준수하고 이해합니다.

•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며 강령보다 해당 법률이 더 엄격한 경우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당사 강령, 정책이나 모든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은 최대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관리자는 직속 부하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직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당사 강령을 이해하고 

시행합니다. 관리자는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인사부서,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 행동 강령 상담 전화로 

상향 보고해야 합니다. 

강령의 포기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소속된 위원회에 의해서만 드물게 결정됩니다. 

Ecolab은 관련 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강령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정합니다.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모든 강령, 정책,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역할에 적용되는 규칙을 
배우고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합니다.
Ecolab에서 관리자는 윤리적 행동의 모범이 되고, 직속 부하 직원들을 감독하며, 질문 및 
우려 사항의 접점이 되는 추가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의 강령과 역할22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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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문하고 우려를 신고합니다우리는 질문하고 우려를 신고합니다
Ecolab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정책이나 강령의 잠재적 위반인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신의성실로 즉시 그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무언인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려 사항을 신고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비즈니스를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잠재적 강령 위반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colab에서는 지원을 받고 우려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다수의 옵션이 있습니다.

• 귀하의 관리자

• 인사부서 

• 법무팀

•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

• 법률자문

•  행동 강령 상담 전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전화는 800-299-9442. 
다른 국가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  공개적인 제출 양식으로 온라인 행동 

강령 상담 전화 신고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법권 및 상황에서 행동 강령 상담 전화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행동 강령 

위반의 익명 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스스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특정한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직원인 경우, 다음 지침에 따라 

행동 강령 상담 전화에 신고하십시오.

• 신고에서 귀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 필요한 경우에만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귀하의 신고의 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 신고에 이름이 포함된 직원에게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강령과 역할

보복 금지보복 금지

Ecolab은 질문을 하거나 우려 사항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알게 되는 경우 관리자나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 행동 강령 상담 
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고 및 조사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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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사를 지원합니다우리는 조사를 지원합니다
Ecolab은 부정행위와 강령 및 정책 위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ECOLAB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합니까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합니까?
• 혐의가 신고된 뒤, 최고준법감시인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철저하고 적시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내부 조사관을 배정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외부 조사관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사팀장은 조치 불필요, 코칭이나 교육 제공, 최대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의 일부 형태 제안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내립니다.

•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는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신고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 우리는 직원이 조사를 기밀로 유지하고 동료와 해당 주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고 및 조사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가 접수되면 ECOLAB은 무엇을 합니까은 무엇을 합니까?
Ecolab은 즉시 신고에 대응하며 해당 신고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직원이 
동료와 해당 주제를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신고 및 조사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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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와 함께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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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다우리는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다
Ecolab은 어떤 형태의 희롱 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다. 여기에는 동료 외에도 납품업체, 공급업체, 고객을 포함한 
함께 일하는 타인과의 소통이 포함됩니다.

희롱이란 무엇입니까희롱이란 무엇입니까?
희롱은 직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모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질문 질문 
제 관리자가 자주 동료 중 한 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제 동료가 불편해 보입니다. 동료가 이 

상황을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답변답변
아니요. 강령 위반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행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희롱 

행동이며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까어떻게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합니까?
• 우리는 서로를 존중으로 대우하며, 우리의 행동 및 언행의 방식이 부하 직원 및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잠재적인 희롱 행위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목소리를 내고 인사부서나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에 연락합니다.

• 다음과 같은 희롱 행위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희롱 - 괴롭힘 또는 모멸적 언사, 비방, 부적절한 농담 또는 발언.

  신체적 희롱 - 폭행 또는 기타 신체적 위협 행동에 관련되는 것.

   시각적 희롱 - 모욕적인 만화, 그림, 사진, 다른 인쇄물 또는 전자 자료를 전시하거나 보내는 것.

   성희롱 -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접근을 하거나 성적인 부탁을 요청하거나 다른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희롱 행위에 굴복하는 것을 고용 조건이나 고용 결정의 요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괴롭힘은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  
부적절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부적절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것, 단체 내의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단체 내의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기 같은 공개적인 망신 주기의 비난하기 같은 공개적인 망신 주기의 
예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66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평등한 고용우리는 평등한 고용, 다양성 다양성,  
평등평등,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Ecolab은 한 팀으로서 존중하며 근무하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평등한 고용어떻게 평등한 고용, 다양성 다양성, 평등 평등,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까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까?
• 우리는 성별, 인종, 출신 민족, 국적, 성적 지향, 성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혼인 여부, 전역 상태 등 개인적 특징이나 국가, 주, 현지 법률로 보호받는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개인의 자격 요건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고용 결정을 합니다.

• 우리 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구하며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직장을 장려합니다.

•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목소리를 내고 관리자에게 연락하거나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합니다.

법률과 규제가 Ecolab이 운영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경우 

관리자, 인사부서,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양성과 평등다양성과 평등, 포용성이란 무엇입니까 포용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는 다양한 관점, 배경, 문화, 
신체적 및 사회적 차이인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의 다양한 관점과 기여를 Ecolab 구조에 가치 있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통합해 포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장과 번성에 필요한 것에 접근하도록 해 모든 동료의 평등한 
대우를 촉진합니다.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 77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 안전을 유지합니다우리는 직장 안전을 유지합니다
Ecolab은 안전을 최우선에 둡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안전한 직장이란 무엇입니까안전한 직장이란 무엇입니까?
저희는 안전한 직장 환경은 모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유지되고 보건안전 위험이 파악되고 
해결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안전한 직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안전한 직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Ecolab의 보건안전 정책, 관행, 절차와 모든 해당 보건안전 규칙, 규정, 법률을 따릅니다.

•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관리자에게 신고하며, 상태나 행동이 안전하지 

않을 때 직원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괴롭힘, 희롱, 위협, 폭력적 위협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위협이나 폭력을 즉시 관리자 또는 적절한 비상 기관에 신고합니다. 우려 사항은 모든 신고 

옵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Ecolab을 대표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Ecolab의 자산에 머무르는 동안, Ecolab 차량 내에서 또는 Ecolab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현지 법률에 따라 무기(예: 총기, 칼)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 Ecolab 자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Ecolab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동안, Ecolab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규제 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 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승인 및 허가된 사교 행사가 아닌 한 Ecolab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알콜 소비를 하지 않으며 업무 중 운전을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알콜 또는 규제 물질로 인해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직원을 신고합니다.

질문 질문 
제 동료는 공장 내부에서 근무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인 보안경을 자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점을 지적했을 

때 그녀는 보안경에 김이 서려 실제로는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답변답변
예. 귀하의 동료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을 거부했다면, 해당 문제를 

이용가능한 다양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88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합니다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합니다
Ecolab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보호합니다.

개인 정보란 무엇입니까개인 정보란 무엇입니까?
개인 정보 또는 개인 데이터는 여러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귀하의 
재무 및 건강 정보, 취미, 흥미 분야 및 전문 소속 같은 기타 개인 정보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정보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까어떻게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까?
• 우리는 직원의 개인정보 및 고객,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우리 정책 및 절차와 모든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접근, 사용, 전송, 보관, 폐기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하는 Ecolab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 또는 특히 접근하도록 승인된 사람에게만 전송 또는 공유합니다.

• 필요한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며,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 Ecolab이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우려 사항은 신고 옵션을 이용해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colab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 99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privacy-policy


우리는 인권을 지지합니다우리는 인권을 지지합니다
Ecolab은 운영을 통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어떻게 인권을 지지합니까어떻게 인권을 지지합니까?
• 인신 매매, 강제 노동, 노예, 아동 노동과 관련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 모든 종류의 인신 매매, 강제 노동, 노예, 아동 노동과 연관된 파트너, 공급업체, 
채용 담당자, 기타 제3자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와 제3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 환경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 우리는 임금과 특별 급여, 근무 장소, 생활 조건, 주택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고용 조건을 왜곡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허위 표현을 하는 제3자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잠재적인 인권 위반과 관련한 모든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인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서로와 함께 일하는 방법1010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widen.net/s/shjhfhznmd/ecolab-global-human-rights-policy


우리가 비즈니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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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품 품질과 안전을 촉진합니다우리는 제품 품질과 안전을 촉진합니다
Ecolab의 평판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과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고 뛰어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을 촉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제품 품질 및 안전을 촉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Ecolab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해 품질과 안전을 촉진하고, 
모든 내부 공정 및 절차는 물론 우리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규칙, 규제, 
법률도 준수합니다. 

어떻게 제품 품질과 안전을 유지합니까어떻게 제품 품질과 안전을 유지합니까?
•  설계, 제조, 테스트, 검사, 보관, 운송, 고객 사용, 폐기 및 재활용, 재사용을 포함한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품질과 안전에 집중합니다. 

•  재료, 공정, 제품의 잠재적 위험 및 유해성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하며 관련 관리자와 소통해 제품 안전을 

관리합니다.  

•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리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목소리를 

내고 제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품질 정책 및 제품 안전 및 제품 책임관리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1212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supply-chain-policies/quality-manual---other-languages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Product-Safety-and-Stewardship-Position_pdf.pdf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우리 고객 및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Ecolab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데이터에 관해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 보호란 어떤 의미입니까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 보호란 어떤 의미입니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에게 제공한 기밀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및 자산 데이터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까어떻게 비즈니스 파트너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까?
•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타인에게만 공유하며, 

제3자의 경우 우리 정책, 절차,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수집, 
보관, 접근, 사용, 전송합니다.

•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기밀 정보의 수집, 보관, 접근, 사용, 전송, 파기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정책,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 소유의 모든 기밀 정보를 신중하게 보호하며 공유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소유의 기밀 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정보 보안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 1313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privacy-policy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Information%20Security%20-%20Full%20Policy%20and%20Standard%20Document.pdf


우리는 미국 정부와 윤리적으로 일합니다우리는 미국 정부와 윤리적으로 일합니다
Ecolab은 미국 정부 고객을 자랑스럽게 지원하고 해당 규제, 법률, 계약 요건 및 조건을 준수합니다.

미국 정부 고객이란 무엇입니까미국 정부 고객이란 무엇입니까?
Ecolab은 미국 정부의 공급업체이며 특정한 해당 법률, 규제, 절차를 준수하고 엄격한 정부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정부 
고객은 군사 기지, 연방 시설 및 빌딩, 연방 교도소입니다. 공항 및 박물관 등 우리 고객 중 일부도 미국 정부 고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 정부 계약자로 일합니까우리는 어떻게 미국 정부 계약자로 일합니까?

•  정부 고객과 일할 때 모든 계약 요건 및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가격　같은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정부 고객에게 제출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즉시 그리고 철저히 보고합니다.

•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재료, 공정이 정부와의 계약에 명시된 것인지 

확인하며, 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을 하기 전에 승인된 공무원의 서면 

승인을 받습니다.

•  인사부서 및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승인 없이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과 논의하거나 어떤 종류의 고용 또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미팅과 관련해 청량음료 또는 커피와 같은 약소한 다과를 드물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공무원이나 계약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미국 정부 계약 또는 하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의 대가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안, 제공, 요청, 수락하지 않습니다. 

•  정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급처 선택이나 입찰이나 제안 정보를 구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를 얻은 경우 또는 다른 기밀이나 독점 

정보를 얻은 경우, 법무팀에 신고합니다.

•  정부의 모든 조사 또는 감사에 협조하며 절대로 조사 또는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은닉, 파기, 변경하지 않습니다.

•  정부 계약과 관련된 사기, 초과 지불의 가능한 사례 또는 강령, 정책,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다른 행동을 즉시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 

또는 행동 강령 상담 전화에 신고합니다.

•  연방 정부 계약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정부 계약 

또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요건에 관한 모든 질문이 있는 경우 대관 영업 

또는 법무팀과 일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방 정부 계약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1414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US%20Federal%20Policies%20and%20Procedures%20Manual.PDF?cid=7f36d1af-04c1-4c00-b65c-6bb8f56b41e4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US%20Federal%20Policies%20and%20Procedures%20Manual.PDF?cid=7f36d1af-04c1-4c00-b65c-6bb8f56b41e4


우리는 정직한 마케팅 관행을 우리는 정직한 마케팅 관행을 
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
Ecolab은 마케팅 및 광고 자료에서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마케팅이란 무슨 의미입니까정직한 마케팅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정직한 마케팅은 우리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우리가 하는 주장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마케팅을 합니까어떻게 정직하게 마케팅을 합니까?
•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및 사용에 관해 과장이나 허위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  모든 마케팅 주장이 사실이고 호도하지 않으며 근거 문서로 입증되고 해당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  마케팅 또는 광고의 모든 비교 주장은 공개 전에 검토를 위해 법무팀에게 

제출합니다.

•  규제 대상 제품에 관한 모든 마케팅 또는 광고 주장은 공개 전에 검토를 위해 

규제 인허가 부서에 제출합니다.

•  경쟁업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폄하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비교 주장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 일하는 방법 1515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Comparative Claims Policy.pdf


우리가 커뮤니티와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일하는 방법4

1616 우리는 올바른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일을 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참여와 우리는 커뮤니티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합니다촉진합니다
Ecolab은 우리가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입니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커뮤니티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합니까어떻게 커뮤니티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합니까?
•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및 계획에 기여해 직원, 고객, 

타인의 웰빙을 촉진합니다.

•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 활력에 이익을 주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고 믿습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영향 지위 및 글로벌 기부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질문 질문 
우리가 운영하는 곳의 커뮤니티에 정전을 일으키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만든 대형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현지 자선단체는 손 소독제를 

포함한 피해자를 위한 물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손 소독제가 

여러 상자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곧바로 해당 자선단체에 제공해도 됩니까?

답변답변
아니요. 특정한 상황에서 제품을 기부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기부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부 정책에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모든 단계 및 승인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1717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Community-Impact-Position_pdf.pdf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community-relation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community-relation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community-relations


우리는 뇌물 및 부패에 우리는 뇌물 및 부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참여하지 않습니다
Ecolab은 비즈니스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며 직간접적으로 모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고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패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합니까어떻게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합니까?
•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하거나 소유한 사업체, 왕실 구성원, 정당, 

정치 후보자,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비즈니스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현재 또는 가망 고객, 공급업체, 모든 제3자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비즈니스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또는 가망 고객, 공급업체, 제3자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받지 않습니다.

•  개인의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 또는 취업 허가증 제공 같은 

일상적인 정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공무원에게 “급행료” 또는 어떤 

규모의 금전을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법률이 뇌물 및 부패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 정책이나 모든 해당 법률의 위반은 Ecolab과 위반한 직원 

양쪽에 심각한 징계 조치와 심각한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뇌물이란 무엇입니까뇌물이란 무엇입니까?
뇌물은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거나 받는 가치 있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기프트카드, 선물, 환대, 식사, 
여행, 채용 기회, 할인, 부채 탕감, 기부, 개인적 호의가 될 수 있습니다.

1818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질문 질문 
함께 일한 적이 없는 해외 에이전트와 잠재적인 기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고용하면 현지 정부 기관과 비즈니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일해야 하며, 거기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에 관한 재무 및 기타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걱정해야 합니까?

답변답변
예. 제3자가 자신의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온보딩 및 실사 절차 

협조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3자와의 협력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대리인, 유통업자, 모든 기타 제3자 중개인 등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모든 이가 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무원 또는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우리를 대표할 제3자와 일할 때 우리는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  우리는 현지 법률이나 관습이 덜 엄중한 요건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심지어 

이 정책 및 관련 절차를 따른 결과로 비즈니스를 잃을 수 있더라도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  비즈니스 활동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며, Ecolab
을 위해 일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제3자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수행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우려 사항은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 또는 행동 강령 상담 전화 

에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1919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https://inside.ecolab.com/compliance-and-ethics/leadership
https://en-ie.ecolab.com/pages/code-of-conduct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우리는 공정 경쟁을 지지합니다우리는 공정 경쟁을 지지합니다
Ecolab은 경쟁사와의 불법 합의 또는 경쟁사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아닌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기반한 경쟁을 하는 공정한 시장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공정 경쟁을 지지합니까어떻게 공정 경쟁을 지지합니까?
•  가격 책정(가격 인하 포함), 고객, 시장, 입찰, 생산 제한, 상호 거래 및 제품 개발, 사업 조정에 관한 기타 

논의에 관해 경쟁사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쟁사와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예: 무역협회 행사 등) 즉시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연락합니다.

•  상호 세일즈에 참여하거나 Ecolab에서 구매하기로 동의한 다른 당사자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스파이 행위, 강도, 절도, 도청, 경쟁업체 데이터 또는 이메일에 접근, 
경쟁사 직원 면접 또는 채용 등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인 수단을 통해 경쟁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법률이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점을 이해합니다.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은 Ecolab과 위반한 직원 양측에게 상당한 

벌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과 고용을 논의하거나 채용하기 전에, 또는 경쟁사와 연락 또는 경쟁 정보 

수집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연락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독점 금지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경쟁 정보란 무엇입니까경쟁 정보란 무엇입니까?
경쟁 정보는 제품, 서비스, 마케팅 
방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쟁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Ecolab은 
합법적으로 경쟁 정보를 수집합니다.

질문 질문 
저는 우리가 확장하려고 노력 중인 

시장에서 예전에 경쟁사와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컨설턴트와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와 일하는 동안 개발한 가망고객 

목록을 저와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우리의 경쟁사 직원이 아니니 이 목록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답변답변
경쟁사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기 전에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연락해 해당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 목록은 경쟁사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이는 컨설턴트에게서 

고객 목록을 받는 것은 우리 정책의 위반이자 

법률 위반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2020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legal-policies/anti-trust-policy---other-languages


국경을 초월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은 국경을 초월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  문서의 모든 요건, 승인 및 라이선싱 요건과 특정 

원자재,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 및 재수출의 

모든 제한을 포함하는 모든 해당 수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합니다.

•  수출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로 수출되는지, 
누구에게 수출되는지를 제한하는 수출 규정을 

비롯해 수출을 위한 적절한 승인 및 라이선싱을 

배우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규제 인허가 부서 또는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예를 들어 외국인이 Ecolab 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기술을 검사하는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외국으로의 “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요건을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요건을 
준수합니다준수합니다
Ecolab은 모든 해당 무역 및 제재 법률과 규제를 준수합니다.

어떤 무역통제를 반드시 어떤 무역통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까준수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는지 통제하는 
수출 규정준수 규칙,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무역 제재, 수입품을 
규제하는 수입 규정준수 규칙, 
승인되지 않은 외국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이콧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테러리즘, 국가 안보, 다른 외교 정책 사유로 

제재를 받는 개인, 조직, 국가에 적용되는 미국 

법률과 일치하는 모든 미국 경제 무역 제재 

및 금수 조치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제재를 

준수합니다.

•  살생물제, 약물, 의료 기기 등 수입 품목에 대한 

문서, 라벨링, 관세 분류,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모든 해당 세관 및 화학 물질 목록 법률을 

준수합니다.

•  미국이 제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업, 국가, 
개인에 대한 외국의 보이콧에 협력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  보이콧 대상 국가에 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무역 준법감시 정책 및 

글로벌 민감 국가 및 개인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2121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Trade Compliance Policy.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Sensitive Countries and Persons Policy.pdf


우리는 환경을 보호합니다우리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Ecolab은 공유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 보호에서 환경 보호에서 ECOLAB의 역할은 무엇입니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환경을 보호합니까어떻게 환경을 보호합니까?
•  우리의 글로벌 사업장들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개선해 우리의 가치를 따르고 촉진하며 환경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폐기물을 생성하고 취급하며 저장하고 운송하며 폐기할 때 우리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며,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며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정책, 수자원 관리에 대한 입장,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2222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Global-Waste-Management-Policy_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Water-Stewardship-Position_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Climate-Change-Position_pdf.pdf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정치적 행동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합니다참여합니다
Ecolab은 직원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직원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서 Ecolab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식 프로세스를 

통해 Ecolab은 해당 법률 및 글로벌 정치 기부금 정책의 통제에 부합하는 특정한 정치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Ecolab은 ecolab.com에서 정치 기부금을 공개합니다.

ECOLAB은 어떤 로비 활동에 참여합니까은 어떤 로비 활동에 참여합니까?
Ecolab의 대관 관계 부서는 로비 또는 증언 제공을 포함한 미국 정부와의 주요 접촉을 
취급합니다. 미국 바깥에서는 모든 정부 로비 활동은 법무팀에서 규정한 ‘글로벌 현지 
국가 준법감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적절한 대관 관계 책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어떻게 책임 있게 정치 활동에 직원은 어떻게 책임 있게 정치 활동에 
참여합니까참여합니까?
•  Ecolab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거나 대관 관계 

부서의 명시적인 승인 및 조율 없이는 Ecolab을 

대신해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관 관계 부서 및 법무팀의 명시적인 승인과 

조율을 통해서만 정치 활동을 위해 Ecolab 리소스 

또는 시설을 사용합니다.

•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활동은 Ecolab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이해관계 상충 공개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선출직 또는 임명직 정부 직책을 

회사에 공개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정치 기부금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커뮤니티와 일하는 방법 2323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ecolab.com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Political-Contribution-Policy_pdf.pdf


우리가 우리가 Ecolab을 을 
위해 일하는 방법위해 일하는 방법5

2424 우리는 올바른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합니다우리는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합니다
Ecolab은 직원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Ecolab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 관계의 상충이란 무엇입니까이해 관계의 상충이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 상충은 직원의 개인적 이익이나 직원 가족 또는 가까운 개인적 관계인의 이익이 
Ecolab의 이익과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인적 관계인은 직원의 직계 가족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같은 가구 구성원 또는 
직원과 친밀하거나 연애를 하는 사이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해관계 상충을 피합니까어떻게 이해관계 상충을 피합니까?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서 이해관계 상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관계 관계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관리자 및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습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개인적 관계인 사람과 관련한 

채용, 승진, 징계, 다른 인사 조치에 참여합니다

•  다음의 경우 관리자 및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즉시 공개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개인적 관계인이 Ecolab에서 

근무하거나 Ecolab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족 또는 가까운 개인적 관계인이 경쟁사, 
고객사, 공급업체, 다른 파트너에서 일하거나 

소유권 또는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또는 우리의 직계 가족이 Ecolab 경쟁사, 
공급업체, 고객사의 유통주식의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2. 재무 재무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관리자 및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습니다. 

   Ecolab 외부에서 유급 또는 무급 고용

   모든 조직의 유급 또는 무급 이사직을 포함해 

Ecolab 외부에서 추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개 회사의 모든 직위 또는 이사직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선출직 또는 임명직 정부 직책을 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3.   기밀 정보 및 기밀 정보 및 Ecolab 자원 자원

•  개인적 이익을 위해 Ecolab에서 맡은 역할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나 배운 지식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Ecolab 시설, 자원, 시간을 사용해야 하거나 Ecolab 

경쟁사를 대신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Ecolab에서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2525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잠재적 이해관계 상충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질문을 하고 지침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 상충을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전 승인을 얻거나 즉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잠재적 이해관계 상충 공개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질문질문
저는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하는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Ecolab 업무 시간 외 근무와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 일을 수락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답변
수락하기 전에, 이 기회가 귀하의 Ecolab에서의 역할과 잠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관리자 및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작업하는 경우 Ecolab
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통신하고 다른 회사의 작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고려하지 않았던 잠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2626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media/Compliance and Ethics/Conflicts of Interest/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Form docx.docx?la=en


우리는 윤리적으로 선물우리는 윤리적으로 선물,  
접대 및 환대를 교환합니다접대 및 환대를 교환합니다
Ecolab은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에서 선물 
및 환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선물 및 환대 비용이 
적절하고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 있게 선물과 환대를 교환합니까어떻게 책임 있게 선물과 환대를 교환합니까?
선물 및 환대 제공하기선물 및 환대 제공하기

•  선물이나 환대를 고객, 공급업체, 다른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허용되는 현지 관습을 벗어나거나 적법한 비즈니스 목적에 맞지 않는 선물이나 

환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기프트카드 또는 쿠폰, 개인 대출 같은 현금, 현금등가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환대를 제공하기 전에 법률 및 우리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뇌물 및 부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를 

확인하십시오.

•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선물 및 환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 소통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  우리가 공급망 직원인 경우, 약소한 가치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공급업체에게 

선물 및 환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글로벌 선물 및 환대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 미국 공무원에게 선물 및 환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Ecolab의 평판을 부끄럽게 하거나 해칠 수 있는 모든 선물이나 환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환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강령, 정책, 모든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선물이나 환대를 제공하지 않으며, 
선물 및 환대에 관한 모든 현지 정책을 준수합니다.

• 이용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질문하고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선물 및 환대 수락선물 및 환대 수락

•  장소에 관계없이, Ecolab을 대표해 우리의 의사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인 모든 선물이나 환대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 기프트카드 또는 쿠폰, 개인 대출 같은 현금, 
현금등가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질문하고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2727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supply-chain-policies/gifts-and-entertainment-policy---other-languag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supply-chain-policies/gifts-and-entertainment-policy---other-languages


현지 현지 Ecolab 국가 경영진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더  국가 경영진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지  더 자세한 내용은 현지 
정책정책, 현지 인사부서 담당자 현지 인사부서 담당자,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글로벌 준법감시 및 윤리 부서의 
자문을 구하십시오자문을 구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여행 및 경비 정책,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글로벌 선물 

및 환대 정책,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 소통 정책, 글로벌 선물, 여행, 환대 및 

식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질문 질문 
고객 중 한 명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식당의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도 데려올 계획입니다. 해당 식사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변답변
아니요. 고객에게 과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같이 적법한 사업상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신뢰성과 Ecolab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적절한 선물이나 환대란 무엇입니까적절한 선물이나 환대란 무엇입니까?
적절한 선물은 약소한 가치인 것이며 환대는 합리적인 비용, 분량, 
빈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2828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travel-and-expense-polici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supply-chain-policies/gifts-and-entertainment-policy---other-languag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supply-chain-policies/gifts-and-entertainment-policy---other-languages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Global-Gifts-Travel-Entertainment-and-Meals-PositionPDF.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Global-Gifts-Travel-Entertainment-and-Meals-PositionPDF.pdf


우리는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우리는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Ecolab은 기밀 및 독점 정보 보호에 매우 큰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까어떻게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까?

•  장기 전략, 제품 개발 계획, 재무 데이터, 
지적재산권, 경쟁 정보활동, 고객 정보, 인수 또는 

매각 계획, 제조 방법 등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무산 사용이나 공개에서 보호합니다.

•  기밀 및 독점 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따릅니다.

•  수신인이 사업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승인을 받았고 모든 필요한 기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에게 위탁한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상 

알 필요가 있다고 선정된 Ecolab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만 제3자 정보를 공유하여 보안 정책을 

준수합니다.

기밀 정보란 무엇입니까기밀 정보란 무엇입니까?
기밀 정보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Ecolab 또는 고객, 
공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민감하거나 기밀인 독점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보는 기밀 및 독점으로 간주됩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입니까지적재산권이란 무엇입니까?
지적재산권(IP)은 Ecolab의 가치 있는 
자산을 말하며, 미래 혁신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제품 계획 및 전략,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노하우를 
포함합니다.

•  우리는 Ecolab에 근무하는 동안이나 Ecolab
을 떠난 뒤 개인적 이득을 위해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Ecolab의 지적재산의 사용에 관련한 질문이 있는 

경우 글로벌 지적재산권 정책을 참고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정보 보안 정책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2929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Information%20Security%20-%20Full%20Policy%20and%20Standard%20Document.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pdf


우리는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 우리는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리합니다파트너를 관리합니다
Ecolab은 공급업체 및 기타 파트너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와 동일한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ECOLAB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을 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까기대합니까?
Ecolab은 공급업체가 기대치를 충족하고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자격, 책임, 교육을 포함하는 
윤리적 소싱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리합니까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리합니까?
•  윤리적 구매 기준 및 구매와 소싱 절차에 따라 모든 새로운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와 적절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  구매 정책을 준수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지출 및 경비가 합리적이며 

필요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광물, 통제 시행 및 보고, 적절한 소싱 노력 수행과 관련해 직접 공급업체에 

관한 준법감시 요건을 규정했으며, 분쟁 광물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모든 공급업체 및 제3자가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보건안전, 환경 보호, 뇌물 방지, 경쟁, 분쟁 광물 사용 및 보고를 포함해 고용 

관행을 위한 기초 기준을 충족할 것을 기대합니다.

•  우리를 대신해 행동하는 모든 제3자가 우리 정책 및 절차를 따르고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 행동 강령, 분쟁 광물 정책, 글로벌 구매 절차,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3030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n-ie.ecolab.com/about/suppliers/ethical-sourcing
https://en-ie.ecolab.com/about/suppliers/supplier-policies
https://en-ie.ecolab.com/about/suppliers/supplier-policies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Conflict-Minerals-Policy.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procurement policy.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Anti-Corruption-Policy_pdf.pdf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보호합니다
Ecolab은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며, Ecolab의 민감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직원, 고객,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의 민감 및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Ecolab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 데이터를 포함해 민감 또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격한 정책, 기준,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합니까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합니까?
•  접근, 진입, 취급, 보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모든 데이터 보안 정책, 기준,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상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민감 및 기밀 정보에 

접근합니다.

•  기밀 데이터 또는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것을 보장합니다.

•  의심되는 정보기술(IT) 사고 또는 문제를 Ecolab 글로벌 IT 서비스 데스크 또는 

Ecolab 모니터링 및 상향 보고 센터(EMEC)에 정보 보안 핫라인(402-517-9865) 
또는 정보 보안 편지함(informationsecurity@ecolab.com)을 이용해 즉시 신고합니다.데이터 보안이란 무엇입니까데이터 보안이란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안은 우리의 데이터 및 정보를 무단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3131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mailto:informationsecurity%40ecolab.com?subject=Attention%3A%20Information%20Security


우리는 우리는 Ecolab 자산을 보호합니다 자산을 보호합니다
Ecolab은 회사 자산의 적절한 사용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만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고 사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COLAB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산은 원재료, 장비, 사무실 용품, 
기술 및 전자 자산, 회사 카드, 설비,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재무 자산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자산을 보호합니까어떻게 자산을 보호합니까?
• 우리 회사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  책임이 있고 절도, 분실, 남용, 오용에서 보호할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합니다.

•  Ecolab의 네트워크, 인터넷 접속, 전화 및 이메일 시스템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며, 글로벌 정보 

시스템 이용목적 제한 정책 및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에 기술된 대로 제한되고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 Ecolab이 소유 전자 자산 및 네트워크의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Ecolab 자산의 오용, 절도, 분실에 관한 모든 우려 사항은 관리자 또는 IT에게 또는 행동 강령 상담 전화를 

통해 신고합니다.

질문 질문 
저는 노력 중인 개인적 프로젝트가 

있으며 집에 없는 특정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 공장 사업장에 해당 도구가 

있고 그 도구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집에서 도구를 사용하도록 

가져가도 좋을까요?

답변답변
아니요. Ecolab 자산을 개인적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3232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information-technology-policies/global-inf-systems-acceptable-use-policy-(010)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information-technology-policies/global-inf-systems-acceptable-use-policy-(010)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marketing-and-communications/social-media-policy---other-languages


우리는 내부자 거래에 우리는 내부자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참여하지 않습니다
Ecolab 프로젝트 자료, 비공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근거해 유가 증권을 거래하거나 남에게 귀띔하지 않습니다.

내부자 거래란 무엇입니까내부자 거래란 무엇입니까?
내부자 거래란 한 기업에 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인 내부 정보에 
접근한 개인이 해당 기업의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부자 거래를 방지합니까어떻게 내부자 거래를 방지합니까?
•  자료, 비공개, 내부자 정보를 알더라도 Ecolab 주식, 타사의 주식을 

사고팔지 않습니다.

• 누군가에게 내부자 정보를 귀띔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Ecolab의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인 경우, 또는 고위급 경영진이거나 분기별 

검증기간 이외에 거래를 수행하는 내부자로 지명된 경우, 모든 Ecolab 유가 

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법무팀의 사전 확인을 구합니다.

•  내부자 거래법 및 이것이 개인별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관해 확신할 

수 없다면 질문을 하고 법무팀에 연락하십시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내부자 거래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3333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wex/material
https://www.law.cornell.edu/wex/securiti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legal-policies/insider-trading-policy---other-languages


우리는 정확한 기록을 우리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
Ecolab의 기록은 우리가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한 기록을 유지합니까어떻게 정확한 기록을 유지합니까?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사실관계를 오도하지 않는 완전하며 

정확하고 적시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  모든 법적 요건 및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을 준수하며 우리의 글로벌 회계 및 

통제 정책과 일치하는 회계 기록 및 재무 제표를 유지합니다.

• 기록되지 않거나 “이중 장부” 기금 또는 자산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가 비일상적인 결제를 요청하거나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의 

거래 내의 위험 신호를 주시하며, 자금 세탁으로 생각되는 모든 활동은 법무팀에 

신고합니다.

•  보고서, 보도자료, 분석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공시가 정확하고, 적시이며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우리의 글로벌 기록 관리 정책 및 글로벌 기록 유지 일정에 따라 기록을 생성, 
유지관리, 파기합니다.

•  우리는 “증거보존” 통지를 준수하며 그러한 명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저장되도록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증거 보존”, 보고서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법무팀에 연락하십시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질문 질문 
저는 최근의 출장에서 여러 번의 식사, 택시 비용, 다른 경비에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바빠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경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기 위해 제가 쓴 현금을 반영하도록 기억나는 대로 

일부 영수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경비 보고서와 다시 만든 영수증을 제출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괜찮습니까?

답변답변
아니요. 여행 영수증을 포함하는 모든 Ecolab의 비즈니스 기록은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며 절대로 조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만든 영수증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합니까어떤 기록을 보관합니까?
우리는 회계 기록, 재무 제표, 보고서, 고객 정보, 자산 정보, 
이메일, 계약서, 다른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업에 관한 기록을 모든 형식으로 보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여행 및 경비 정책, 글로벌 기록 관리 정책, 글로벌 기록 

유지 일정, 세무 입장,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정책, 글로벌 회계 및 통제 정책을 

확인해 주십시오.

3434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Accounting and Control Policy.docx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Accounting and Control Policy.docx
https://inside.ecolab.com/law/leadership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Records Management Policy.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Records Retention Schedule.pdf
https://inside.ecolab.com/law/leadership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travel-and-expense-policies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Records Management Policy.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Records Retention Schedule.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Records Retention Schedule.pdf
https://en-ie.ecolab.com/-/media/Widen/Sustainability/Ecolab-Tax-Position_PDF.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Anti-Money Laundering Policy Final.pdf
https://ecolab.sharepoint.com/sites/Policies/eQMS/Global Accounting and Control Policy.docx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

우리 주식은 뉴욕 증권 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사로서 Ecolab
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리하는 미국 증권법과 NYSE 규칙의 적용 대상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무 제표, 커뮤니케이션, 
SEC 또는 NYSE에 제출한 자료에서 Ecolab이 공개한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된 회사 및 직원 모두가 민형사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기 보고서, 보도자료, 애널리스트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일반대중 투자가에게 공개하는 공시는 반드시 정확하고 시기적절해야 합니다.

•  SEC, NYSE, Ecolab 유가 증권이 상장된 다른 증권 거래소에 제출된 모든 Ecolab
의 공시에서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누락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내부 또는 외부 감사자가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CEO, 당사 CFO, 기업 재무 총괄 임원이 이끄는 Ecolab의 고위 임원과 재무 

및 회계 전문가는 당사 재무 기록 및 공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강령의 모든 조항과 관련 정책, 절차,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에 더해, 당사 고위 임원과 재무 및 회계 직원은 신의성실로 행동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역량 및 성실성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적 

판단력이 종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535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소통합니다우리는 적절하게 소통합니다
우리의 평판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진실하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소통합니까어떻게 적절하게 소통합니까?
•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개적으로 또는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  Ecolab 외부 또는 공개 포럼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의 강령과 정책이 온라인에 적용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이 우리, 
고객, Ecolab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Ecolab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애널리스트 또는 투자자의 모든 요청은 투자자 관련 부서에 전달합니다.

•  보도 자료, 언론 기사, 기타 편집 콘텐츠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게 제출합니다.

•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해 Ecolab을 대표해 공개 대중에게 

연설하거나 발표하기 위한 초대를 수락하기 전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연락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관리자와 

이야기하거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연락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옵션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미디어 소통 정책,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 
글로벌 외부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란 무엇입니까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란 무엇입니까?
글로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은 Ecolab의 평판 관리를 책임집니다. 또한 해당 팀은 
회사의 기업 소셜 미디어 채널을 관리하며 언론을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문의를 처리합니다. 공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언론 요청을 해당 팀에 전달합니다.

우리가 ECOLAB을 위해 일하는 방법3636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니다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marketing-and-communications/media-interaction-policy---other-languag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marketing-and-communications/social-media-policy---other-languages
https://inside.ecolab.com/policy-center/resources/global/global-marketing-and-communications/external-comms-policy---other-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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