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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CEO로서 지금처럼 Cisco의 미래가 기대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Cisco와 Cisco 고객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전례 없이 빠르게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꺼이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 및 전문가 행동과 규정준수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Cisco의 지속적이고 오랜 노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Cisco 고객,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는 Cisco와 Cisco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Cisco가 지속적으로 확고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업무 행동 강령 또는 COBC는 Cisco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강화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당면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이용해야 
합니다. Cisco의 업무 행동 강령은 연중 자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가급적 자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올바른 행동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COBC가 위반 중이라고 생각되면 신고해주십시오. 매니저와 
상담하거나 Ethics@Cisco 또는 Cisco Legal에 문의해주십시오. 이 밖에 윤리 웹 양식 또는 다국어 Cisco 
EthicsLine 전화 서비스를 통해 익명으로 고민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Cisco의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isco 고객, 파트너, 주주 
및 서로에 대한 의무입니다. Cisco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시고 Cisco의 확고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uck Robbins
CEO

CEO, Chuck Robbins

“Chuck Robbins - COBC” 녹취본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http://www.cisco.com/c/dam/assets/about/ethics/cobc/ebook/2017/img/ceo-message/chuck-robbins-1280x720.mp4
http://www.cisco.com/c/dam/assets/about/ethics/cobc/ebook/2017/img/ceo-message/chuck-robbins-1280x720.mp4
http://www.cisco.com/c/dam/assets/about/ethics/cobc/ebook/2017/img/ceo-message/chuck-robbins-video-transcri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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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떠오르는 기술, 전략적 인수 — 우리는 빠른 속도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상호 존중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Cisco 직원들은 매일 이러한 가치를 실천합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Cisco DNA의 일부 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Cisco 직원은 윤리적인 난관에 부딪친 경우에 
회피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BC를 
위반하는 경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본다면 
이를 알려 주십시오. 회사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 임무를 달성하고 핵심 가치관을 지키는 데 
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분명치 않을 경우의 행동요령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팁: 윤리 의사 결정 단계를 사용하여 최선의 행동 
과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은 이러한 핵심 가치관과 
일치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Cisco 직원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 그 자체로 모든 일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은 
직원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각 국가의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COBC 및 회사의 다른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COBC를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각 직원이 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수행하면 신뢰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Cisco의 명성이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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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윤리 의사 결정 단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잘 모르겠다면?
Legal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자세한 내용은 
CIsco Policy and 
Process Central
을 참조하십시오. 
매니저 또는 HR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Ethics 웹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매니저에게 또는 
Ethics@Cisco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매니저, Legal 
또는 
Ethics@Cisco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매니저, Legal 
또는 
Ethics@Cisco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매니저, Legal 
또는 
Ethics@Cisco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의사 결정 단계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입니까? Cisco 정책을 
준수합니까?

Cisco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합니까?

회사 
이해관계자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주요 뉴스로 
나올 경우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까?

모든 직원이 
이 행위를 
하는 경우 
Cisco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자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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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COBC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COBC는 여러분의 길잡이입니다.
COBC는 직장에서 진실된 행동을 할 때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본 강령이 장려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
• 공개 보고서 및 문서에서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적시의 이해 가능한 공개 

• 모든 대외비 및 사유 정보의 보호 
• 적용 가능한 정부 고시,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준수
• COBC 위반에 대한 신속한 내부 보고
• 모든 Cisco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COBC를 
충실히 준수 

윤리 강령을 숙지합니다

Cisco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는 정직하고 열려 
있는 공정한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행위가 
올바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COBC는 Cisco에 근무하는 전 세계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COBC는 Cisco의 모든 직원, 자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Cisco는 유사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는 공급업체, 
고객, 리셀러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COBC는 
Ethics@Cisco에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어느 누구도 Cisco 직원이 COBC를 위반하는 
행동에 가담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COBC 위반이 Cisco 내부에서 발생하든 외부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든, Cisco 직원은 잠재적인 COBC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민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를 참조하십시오.

COBC는 광범위하지만 모든 것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사 결정 
시 올바른 판단을 하고 COBC에서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은 문제나 고민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Cisco는 전 세계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Cisco는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이 
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올바르고 윤리적인 행동을 
취하리라 믿습니다. 특정 국가의 현지 법규에 당사의 
COBC와는 다른 요건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지 법률이 COBC와 충돌할 경우 현지 
법률을 따릅니다. 그러나 현지 비즈니스 방식이 
COBC와 충돌할 때는 COBC를 따릅니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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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C의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COBC 인증 
과정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있으면 매니저, HR 또는 Ethics@Cisco를 
통해 상담해야 합니다. COBC 인증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COBC 인증서 작성은Cisco의 고용 조건입니다.

본 COBC 규정에 대한 면제는 Ethics@Cisco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Cisco 임원이나 Cisco 
이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면책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면책은 허가 사유와 
함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COBC 및 기타 추가 강령과 지침의 연간 인증이 
필요합니다.
CEO Chuck Robbins와 이사회는 모든 직원이 
COBC를 검토하고 이해하며 인증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Cisco 직원에게는 COBC 인증 완료를 
지시하는 통지가 발송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역할 
및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추가 인증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isco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입사 시 입사 
과정의 일부로 COBC 인증 과정(및 기타 관련 
보충 강령 및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입 
사원은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COBC 인증 캠페인에 
참가해야 합니다.

왜 Cisco 직원은 해마다 COBC를 인증해야 합니까?
COBC는 비즈니스 환경, 법률 변경 및 직원 피드백에 
근거하여 규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직원이 최신 
COBC를 숙지하려면 매년 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 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도구(툴)/자원

•  연방 세일즈 자료
•  글로벌 부패 방지 온라인 학습
•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federal.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gac/training.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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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Office는 모든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합니다.

고민을 나누기로 선택 하셨다면 우리가 즉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Cisco는 정책 위반 행위에 대응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올바른 조직이 
참여할 것입니다. Ethics Office, Legal, HR(Human 
Resources), 기타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직원들은 협조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고도 
포함됩니다.

언제나 매니저, HR(Human Resources) 담당자 
또는 Legal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듣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Cisco는 
정직하게 또한 선의로 질문하거나 비행을 보고하는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COBC 
위반에 대한 질문 또는 보고에 대해 보복하는 것 
자체가 COBC 위반입니다.

매니저나 HR 담당자와의 상담이 불편하거나 
결과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경우 
Ethics@Cisco로 문의하십시오. 고민을 알리고자 
하는 모든 직원, 고객, 파트너,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Ethics Off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민에 대해 질문하거나 보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Cisco는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문의사항이나 
고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
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Trust Your Gut” 녹취본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Cisco 직원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목격하거나 그러한 일이 의심되는 경우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책임을 
이해합니다. Cisco 직원으로서 선의였지만 위반했다고 믿어지는 일에 대해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https://helpzone.cisco.com
https://helpzone.cisco.com
https://helpzone.cisco.com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cisco.com/web/about/citizenship/ethics/docs/Trust_Your_Gut_COBC_video_transcript.pdf
http://www.cisco.com/c/dam/assets/about/ethics/cobc/ebook/2014/img/i-concerns/CiscoEthicsMashup_1213-00-001_postFINAL.o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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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다국어 Cisco EthicsLine은 전 세계에서 국가별 
무료 전화번호로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EthicsLine은 대표적인 서드파티 보고 
서비스 전문 기업에서 제공합니다. 통화 시 계속 
익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하지 못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국가에서는 
익명으로 고민을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는 보고
Ethics@Cisco에는 다음 방법으로 은밀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Ethics Office: Ethics@Cisco.com
•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auditcommittee@external

.cisco.com

   온라인

• Cisco Ethics 웹 양식, Cisco 직원 및 외부인 사용 
가능, 익명 보고용 

•  윤리 사례 생성 및 추적 툴

 
 일반 우편 

 
회계, 내부 회계 통제 또는 감사 문제(또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 및 고민은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또는 익명으로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서함(PMB)  
Cisco Systems, Audit Committee 
105 Serra Way, PMB #112, Milpitas, CA 95035 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정...

고민을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개인 정보/비밀 
준수 요건으로 인해 결과를 알려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thics 웹 양식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보고한 경우 Ethics 웹 포털 로그인 자격 증명(익명 
사이트 이용 시 생성)을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질문도 이 포털을 통해 
전송됩니다. 다국어 Cisco EthicsLine(서드파티에서 
관리)으로 연락하면 사례 번호가 부여되므로 Cisco에 
이름을 알리지 않고도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또는 Employee Relations 팀과 어떻게 
연락합니까?
HR 담당자 또는 Employee Relations 팀에 
연락하려면 Employee Services Help Zone 웹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내부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조에 동의해야 합니까?
예. Cisco 직원은 내부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고도 
포함됩니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 에 문의하십시오.

매니저가 위험하거나 위법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이를 
신고한다면 보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HR, Cisco Ethics Office 또는 
Legal에 연락하십시오. 선의를 가지고 한 보고에 
대한 매니저 또는 타인의 보복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concerns/ethicsline.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auditcommittee%40external.cisco.com
mailto:auditcommittee%40external.cisco.com
http://lglrep.cloudapps.cisco.com/lglrep/tcadm/ethics.jsp
http://www.cisco.com/c/en/us/about/corporate-social-responsibility/ethics-office/ethicsline.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concerns/ethicsline.html
https://helpzone.cisco.com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s://helpzone.cisco.com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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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직장은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인 및 팀 전체의 표현, 혁신, 성취가 장려되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Cisco가 추구하는 직장 환경입니다.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존중 받는 기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책임을 다해 
행동하고, 팀의 구성원으로 항상 노력하며, 다른 직원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협력과 생산성을 강화시켜줍니다.

Cisco 직원은 성공을 위해 어떻게 권한을 부여 받습니까?

다른 직원을 존중합니다

Cisco는 희롱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하게 직무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성별, 인종, 피부색, 원래 국적, 가계, 
시민권 여부, 종교,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임신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병역 여부, 결혼 여부, 법에서 
금한 기타 기준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 그룹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Cisco의 철학 및 정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복은 용인되지 않으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를 참조하십시오.

Cisco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Cisco는 글로벌 인적 구성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 모집, 채용, 개발 및 승진과 같은 

모든 고용 절차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가계, 시민권 취득 여부, 종교,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임신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병역 여부, 결혼 
여부, 법에서 금한 기타 기준과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Cisco는 긍정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각 직원이 Cisco 
팀의 귀중한 구성원으로 존중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에는 눈에 띄는 장애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능력과 관점은 
처음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sco는 장애인들이 가진 많은 재능과 혁신적인 
태도에 주목하고 Cisco 직원,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에 대한 장벽을 타파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isco의 글로벌 직원 리소스 조직인 Connected 
Disabilities Awareness Network에서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Cisco Employee Relations에서는 
SME(subject matter expertise) 서비스를 통해 Cisco 
편의 시설/서비스 프로세스에 관해 임직원에게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Cisco는 엄격한 약물 및 주류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Cisco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서 
근무 시간이나 회사 업무 중에 또는 회사 자산을 
사용 중일 때 불법 약물을 음용한 상태로 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약물을 사용, 소유, 판매, 양도, 제조 
또는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 관할 지역에 
따라 마리화나 처방 또는 기타 사용이 허용될 수 

https://cisco.jiveon.com/groups/cdan
https://cisco.jiveon.com/groups/c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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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정책은 미 연방법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된 마리화나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은 Cisco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서 근무 시간이나 회사 
업무 중에 또는 회사 자산을 사용 중일 때 불법 
약물을 음용한 상태로 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약물을 사용, 소유, 판매, 양도, 제조 또는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직원도 주류 또는 불법 
약물과 같은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업무를 
보고하거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기업 후원 
행사에서의 주류 사용은 Cisco 글로벌 미팅 및 
이벤트 정책에 따라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모든 직원은 회사가 후원한 행사에서 
주류를 사용할 경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약물 및 주류 사용에 관한 Cisco 정책을 

매니저가 불쾌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괴롭힘입니까? 
우리는 협박적인, 적대적인 또는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격적 또는 비판적인 말이라고 
해서 모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감을 느낄 경우 HR, Ethics Office 또는 
Legal 팀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아 다음 조치를 
결정하십시오(COBC의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도 
참조).

불쾌한 농담 또는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불쾌한 언사라고 볼 수 있을만한 농담은 Cisco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은 의도한 수신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이메일을 보낸 동료에게 직접 그 
이메일이 불쾌했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 
HR 또는 Ethics Office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동료에 
대한 사적인 또는 업무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 미상의 발신자에게 직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보고 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사의 채용 담당자들이 Cisco HR 
또는 간부인 척하면서 Cisco 직원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 그 통화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전화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가정...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으며 여기에는 해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Cisco는 안전하고 위협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모든 보안 및 안전 지침을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원이나 
회사 자산에 대한 폭력 행위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Cisco는 직원이 항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예의와 전문성으로 직원을 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 보안 & 
비즈니스 탄력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합니다.
Cisco는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수집, 보유 및 사용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모든 직원은 
동료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모든 
직원의 인적사항을 Cisco 글로벌 HR 데이터 보호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도구(툴)/자원

•  Cisco 문제 해결 절차
•  Cisco 주류 승인 사이트
•  Cisco 안전 및 보안 정보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gmcc/globalevents.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finance/treasury/ssbr.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finance/treasury/ssbr.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43800&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43800&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HR/Policies/EE_Guide_US/Issue_Resolution_Process.doc
https://cloudsso.cisco.com/idp/startSSO.ping?PartnerSpId=www.meetingview.net&ACSIdx=2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finance/treasury/ssb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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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직원이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액세스, 복사기 및 업무비품 같은 회사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Cisco 직원은 
회사 자원을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 도구는 전문가답게 주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Cisco는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협업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장려합니다. Cisco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 정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적 
재산권의 오용을 피하고 기밀 또는 제한 정보 
공개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참조). 인터넷 이외 
공간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칙 역시 ”온라인”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Global Social Media Community 토론 포럼이나 
internetpostings@cisco.com으로 문의하십시오. 

회사 자산은 업무용으로 제공됩니다. 
회사 자산은 무엇보다도 업무용으로,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와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기타 비물리적 자원도 
포함됩니다. 직원이 회사의 설비 또는 자원을 사용할 
때 그러한 자원은 Cisco의 소유이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송된 또는 
회사 자원에 저장된 정보가 보존 또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환되거나 이러한 
기기에 저장된 회사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참조).

허용 사항과 금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회사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

https://cisco.jiveon.com/docs/DOC-30916
https://cisco.jiveon.com/groups/global-social-media
mailto:internetpostings%40cisco.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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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사 목적의 Cisco 자산 사용
• 적절한 승인 없이 Cisco 자원을 빌리거나 회사 
전제에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 개인적 업무, 컨설팅 노력 또는 외부 모금 활동 
지원에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폐품”, 쓰레기로 확인되었거나 재활용 예정으로 
분류된 Cisco 자원이라도 승인 없이 비회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isco 상표를 비회사 자료에 사용하거나 
Cisco에서 등록, 사용 및 통제하지 않는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영향
회사 자원의 사용으로 막대한 부가 비용, 사업 중단 
또는 Cisco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적 또는 불쾌한 표현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에 접근, 분배,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포함된 자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자료, Cisco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또는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나이 및 종교에 대한 경멸적인 의견이 
포함된 자료는 배포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목적의 Cisco 자산 이용 
• 회사 기부 – 근무 시간, Cisco 건물이나 장비의 
사용 또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 등 어떠한 
자산도 전 세계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의 서면 
승인 없이는 선거 후보나 정치 활동 위원회에 
제공하거나 찬반투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개인의 정치적 기부에 대해서는 “법률을 
준수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기타 활동 또는 로비 — 우연히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세계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정치 활동이나 로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신 채널의 부적절한 사용:
• 이메일과 메일러는 불법 또는 부정한 활동을 
부추기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내부 통신 채널은전 세계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정치적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 또는 승인 요구 사항

업무 용도
업무용 이메일, 컴퓨터 및 기타 통신 시스템의 
양심적, 합법적 및 직업적 사용. 이는 Cisco 브랜드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기록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Cisco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Cisco의 정책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한적 개인적 사용
Cisco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본인 또는 동료의 
업무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비영리적) 사유로 회사 자산을 비정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개인적 신념 주제 또는 활동을 위한 회사 자원 
사용 관련 다양성 지침은 직원의 개인적 신념 관련 
활동을 위한 Cisco 자산 사용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정치 활동
물론 개인적인 시간 및 비용으로 사적인 견지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부 통신 채널의 적절한 사용
Cisco 내부 통신(토론 포럼, Jive 커뮤니티, 메일러 
등)은 협업과 동료 관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통신 
채널을 사용할 때는 신뢰, 청렴, 포용, 다른 직원에 
대한 존중이라는 Cisco의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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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Cisco 컴퓨터 또는 업무 전화기로 개인적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행위는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Cisco에 커다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 활동이 정책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 자원을 제한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에 의해 이해의 상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부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객이 내 Cisco 음성 메일에 메시지를 남겨도 
괜찮습니까?
회사 자산의 업무적 사용은 Cisco 업무만을 위한 
것입니다. Cisco 직원은 부업, 벤처 자영업 또는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데 회사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이메일 커뮤니티 메일러를 사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유료 서비스를 위한 내 가입용 계정의 
사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Cisco 커뮤니티 메일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가입 계정의 사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입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귀하와 Cisco에게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도구(툴)/자원

•  이메일 메일러 배포 정책 마련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orporate/Corporate_Policy/Cisco_Level/Email_Distribution_Policy.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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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상충을 피합니다

Cisco를 위해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해의 상충을 피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과 Cisco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거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의 상충은 직원의 개인적인 활동 또는 관계가 회사에 최선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그것의 객관성을 
방해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상의 또는 외관상의 이해의 상충은 주주 가치를 저해하고, Cisco를 법적 
및/또는 평판적 책임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Cisco 직원은 그러한 충돌을 적극 피해야 합니다. 

이해의 상충이란 무엇입니까?

이해의 상충
인식 또는 실제

외부 비즈니스 이권
가족 및 친구
사외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선물 및 접대

회사
이익 및 의무

개인
이익 또는 
충성도

http://cs.co/cobc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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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비즈니스 이권
• 외부 유급 프로젝트 또는 외부 취업(공개 툴) 
• 자문 또는 컨설팅 기회(공개 툴) 
• 발명 및 저작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공개 툴) 
• Cisco 장비의 외부 판매 또는 서비스(미승인)
•  Cisco와 연관된 회사의 소유 또는 투자(공개 툴)

2) 가족 및 친구
•  Cisco 공급업체, 용역업체, 컨설턴트, 파트너, 고객 
또는 경쟁자 관계

• Cisco에 가족이나 친구 채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3) 사외 이사회
• 영리적인 기술, 정부, 기타 공공 부문 이사회(이사회 
공개 툴)

• 전문가 협회 및 비영리 단체(공개 툴)

4) 커뮤니케이션
• 연설 참여(매니저와 확인) 
• 지지(가이드라인)
•  전현직 Cisco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추천(직원 추천 
및 신원 증명 정책 참조)

• 도서 및 출판물 기회(출판 정책)

5) 선물, 여행, 접대 
선물, 접대 및 향응 경비가 교환되고 전 세계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 여러 유효한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 대한 정책/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공:  GTE(Gifts, Travel, Entertainment) 

공개 툴
수신: 선물 공개 툴

처음 4개 COI 범주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조치는 Cisco 이해의 상충, 사외 이사회, 투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선물, 접대, 향응에 대해서는 Cisco 선물, 
여행, 접대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활동, 
상황 또는 관계가 이해의 상충을 야기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가능한 COI 상황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이해의 상충(COI)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상황: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157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157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157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s://cisco.jiveon.com/docs/DOC-832948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761734&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761734&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247740&ver=approved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orporate/Corporate_Policy/Cisco_Level/Conflict_of_Interest_Policy.docx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orporate/Corporate_Policy/Cisco_Level/Conflict_of_Interest_Policy.docx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mailto:ethics%40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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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Cisco에서는 직원이 Cisco의 
공급업체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Cisco 직원의 전유적 정보 및 발명품 양도 
계약에 의거, Cisco는 Cisco의 현재 또는 예상되는 
연구 개발 이권에 관련된 발명품의 권리를 소유하며, 
직원은 그러한 모든 발명을 Cisco에 공개해야 
합니다. Cisco에 고용되기 전에 개발된 제품이 있을 
경우,이 상황으로 애사심이 떨어지거나 이해 상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Cisco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Cisco 직원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고려하려면 먼저 
Ethics Office 및 해당 조직의 Cisco 부사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이 Cisco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이 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협력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 
상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Cisco에 공개해야 
합니다. 친척/친구의 직무와 귀하의 직무 책임이 
교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관계를 매니저와 
Ethics Office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딸이 나의 보고 체인에 속한 직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용 
매니저에게 친구 딸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Cisco의 최고의 채용 직원 중 일부는 직원 추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해 상충의 출현을 막으려면 
친구 딸에게 일반 지원 절차를 통해 지원하도록 
전하십시오. 채용 매니저가 그 사람이 Cisco를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는 신념 이외의 이유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게 하십시오.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거나 
Employee Service Helpzon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지역의 비영리 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부업으로” 일해도 
괜찮습니까?
비영리 기관 및 귀하가 수행할 정보 시스템 작업의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Ethics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도구(툴)/자원

• 수신: 선물 공개 툴
• 제공: GTE 툴
•  이해 상충 공개(외부 취업, 가족, 발명품, 제품 및 
지적 재산권)

•  사외 이사회 참여 공개(비영리, 기술 자문 또는 
공공/정부 위원회)

•  투자 공개 툴
•  Legal 연락처
•  법률 정책 개요
•  내부 웹 양식
•  Cisco 직원 소개 프로그램

http://cs.co/cobc83
http://cs.co/cobc83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eboard.cloudapps.cisco.com/legal/eboard/servlet/EboardServle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legal-policies.html
http://lglrep.cloudapps.cisco.com/lglrep/tcadm/ethics.jsp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hr/careers/referr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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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Gifts, Travel, Entertainment) 정책을 이해합니다

Cisco 직원은 고객, 벤더, 파트너,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러한 선의적 관계의 일환으로 식사, 선물, 접대를 제공하거나 행사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비즈니스 관계의 일환으로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때 올바르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윤리적 행동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관련 법, Cisco 또는 제3자의 정책이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It’s just a mooncake…” 녹취본

모든 직원은 Cisco GTE(Gifts, Travel and 
Entertainment) 정책을 숙지하여 적합한 비즈니스 
오퍼링을 제공하거나 받는 올바른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해당 오퍼링이 
적합한지, 타당한 금액인지, 공개 및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침은 그 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GTE 
정책을 확인하고 매니저와 상의하여 해당 기능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http://www.cisco.com/web/about/citizenship/ethics/docs/Mooncake_COBC_video_transcript.pdf
http://www.cisco.com/c/dam/assets/about/ethics/cobc/ebook/2014/img/i-gifts/mooncake.mp4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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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GTE 윤리 의사 결정 단계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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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파트너에게 나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선물을 
주도록 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GTE 정책은 직간접적인 오퍼링(관계자를 대신하여 
제3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하는 경우 포함) 모두에, 
Cisco, 제3자 또는 개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객이 민간 고객인지 아니면 공공 부문 고객인지 
판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GTE 정책은 민간 또는 공공 기업의 수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오퍼링은 적절하고 타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소유/지배 기업 Jive 사이트를 참조하여 정부 
소유/지배 기업 여부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십시오.

선물이 250달러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오퍼링의 금액이 250달러 미만이더라도 경영진 
또는 지역/현지 법률에서 정한 하한선이 적용되거나 
제3자의 정책 또는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이 미국 공무원인 경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금액과 관련해서는 해당 오퍼링이 타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부 기관 및 
일부 기업은 250달러 미만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GTE 정책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경우 GTE 툴을 
사용합니다. Cisco 직원이 제공하는 오퍼링일 
경우 GTE 공개 툴을 사용합니다. Cisco 직원이 
받는 경우라면 선물 수신 공개 툴을 사용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유가물을 제공하기 전에 
corporate_compliance@cisco.com에 문의하고 
유가물을 받기 전에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도구(툴)/자원

• 수신: 선물 공개 툴
• 제공: GTE 툴
•  미국 공공 부문 선물 규칙
•  선물, 여행, 접대 정책
•  글로벌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정책
•  Cisco 파트너에 의한 글로벌 부패방지 정책

https://cisco.jiveon.com/groups/anti-corruption-bribery/pages/state-owned-state-controlled-entities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mailto:corporate_compliance%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cs.co/cobc35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http://www.cisco.com/c/en/us/about/legal/global-anti-corru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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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 부문의 선두 업체입니다. Cisco 직원 개개인은 
Cisco, 직원, 고객, 판매업체, 파트너 및 Cisco와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의 
전유적 정보의 기밀성, 신뢰성, 가용성,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책임을 이행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회사와 제품을 보호하여 고객, 파트너, 
주주, 직원의 신뢰를 받고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보안이 모든 직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은 포괄적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기술 우선 순위를 연계하는 Cisco 전략을 이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 보안, 
개인 식별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가 포함됩니다.

Cisco와 제3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Cisco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 
액세스, 사용, 공유는 합법적이고 승인받은 목적(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합니까?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보안,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프랙티스를 준수하면서 
고객과 직원으로부터 계속 신뢰받습니다. 직원은 
각자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전사적 범위의 Cisco 
데이터 분류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정책에서는 심각도, 가치,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제공합니다. 통합 데이터 보호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 집합 또는 기능에 대해 글로벌 
HR 데이터 보호 정책과 같은 관련 정책의 추가 
요건을 제시합니다. 직원은 소속 조직 또는 처리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추가 데이터 보호 요건을 이해하고 
정규 보안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Cisco는 Cisco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내부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시스템(Cisco, 직원, 제3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것)과 상호 작용하는 데 
쓰이는 모든 전자 및 컴퓨팅 디바이스에 보안 정책 
및 제어 기능을 구현했고 적용합니다. Cisco는 
Cisco 정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라도 이러한 디바이스에 
저장되었거나 Cisco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었거나 
Cisco 시설에서 전송된 모든 메시지, 파일,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를 검사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
사고란 보호받는 데이터가 사라졌거나 유출되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잘못 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이나 그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그 성패와 관련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때와 마찬가지로 HR 
데이터, 고객 데이터, 독점 정보를 위협하는 사고가 
확인되었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보고하여 Cisco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어떠한 사고도 발견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wwwin.cisco.com/security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06762&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06762&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43800&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43800&ver=approved
http://wwwin.cisco.com/c/cec/secu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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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계약
Cisco 직원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Cisco 정책 및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공개 계약, 고객 및 기타 제3자가 Cisco에 
요구하는 계약 요건도 포함됩니다. 직원은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필요한 데이터만 공개해야 합니다("알 필요성"). 
Cisco가 제3자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복사하려면 그 용도가 서면으로 승인되고 제3자의 
데이터 보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주소를 자동 
완성하는 바람에 기밀 고객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CLIP 툴에서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 
"데이터 유출 사고 신고"를 선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 팀에서 연락할 때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마십시오.

Cisco 제한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를 동료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Cisco Box에 문서를 게시하려 
합니다. 가능합니까?
아니요, Cisco Box 플랫폼은 Cisco Highly 
Confidential 또는 그 이하 등급으로 분류된 데이터에 
한해 승인됩니다. 허가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Cisco 
Box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콘텐츠 작성, 
관리, 공유 참조 가이드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소유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 이메일 또는 
소포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서를 읽지 말고 동료나 매니저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소포를 바로 밀봉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지 마시고 즉시 Cisco Legal에 
연락하고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도구(툴)/자원

•  S&TO(Security & Trust Organization)
•  S&TO 정책(Policy & Process Central)
•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  Global Data Privacy Office
•  사고 보고 

추가 데이터 보호 정보(비즈니스 기능별):
•  Cisco 데이터 분류 체계
•  ERIM(Enterprise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
•  Cisco 기록 관리 정책 및 보존 일정

https://clpsvs.cloudapps.cisco.com/services/clip/main#legacy/eyJzY3JlZW4iOiJob21lIiwiaG9tZSI6e319
https://cisco.jiveon.com/docs/DOC-475099
https://cisco.jiveon.com/docs/DOC-475099
https://cisco.jiveon.com/docs/DOC-344002
https://cisco.jiveon.com/docs/DOC-344002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ecurity-trust.html
https://policy.cisco.com/cppc/function/6510/
https://cisco.jiveon.com/groups/data-protection
https://cisco.jiveon.com/groups/global-data-privacy-office
http://wwwin.cisco.com/c/cec/security.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59098&ver=approved
https://cisco.jiveon.com/groups/enterprise-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erim/projects/policy-process
https://cisco.jiveon.com/groups/enterprise-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erim/projects/policy-process
http://zas-app-001-p.cisco.com/retweb/retention/schedule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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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준수합니다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법률 준수를 포함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Cisco는 전 세계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주도적으로 준수합니다.

   시장 경쟁과 윤리적인  
비즈니스 수행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법은 시장을 번성하게 합니다.
독점금지 법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므로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독점금지 법은 경쟁을 
방해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금지 규정은 경쟁업체 간에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고객/시장을 분할하는 조건 또는 
가격에 대해 담합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점금지 법은 배타적 거래, 결합 판매, 끼워팔기,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 리셀러의 할인 금지 또는 
저해에 대한 규정도 설정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가격 
및 프로모션 지급에 대한 비슷한 입장의 리셀러 
간 차별에 대한 규정도 설정합니다. 경쟁업체 간 
가격 담합과 같은 가장 심각한 독점금지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Cisco 및 관련된 개인이 벌금 및 
구속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독점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많은 벌금과 손해,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Cisco의 비즈니스 

COBC로 어떤 법률이 강화되었습니까?

의사 결정을 정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Cisco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Cisco나 파트너, 경쟁업체가 이러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Cisco 
Legal에 문의해야 합니다.

  내부자 거래 및 기업   
기밀성

"내부" 정보에 근거하여 거래하지 마십시오.
Cisco 또는 Cisco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귀하는 물론 다른 개인 
또는 법인도 Cisco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넘기는 기타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Cisco에서의 직책 
덕분에 취득한 Cisco 고객, 공급업체, 판매업체, 

하청업체, 사업 파트너 등과 같은 다른 주체에 대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부적절한 거래로 보이는 
행위조차도 피해야 합니다. 거래 패턴이 면밀히 
모니터링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Cisco는 
잠재적인 불법적 거래에 대한 정부 조사에 완전히 
협조합니다.

"귀뜸(tip)"조차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Cisco 직원은 타인에게 귀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Cisco 직원은 다른 직원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부 정보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는 것 외에도 
귀뜸하는 행위는 기업기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Cisco 식당, 대중 교통 
수단 또는 승강기와 같이 타인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민감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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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및 연계매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Cisco 직원은 또한 중대한 미공개 정보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콜 옵션과 풋 옵션 같은 Cisco 
파생 증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직원 목표와 다른 
주주의 목표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차이 때문에 
Cisco의 정책은 공매도 또는 칼라(collar) 또는 
선도매도 계약 같이 다른 형식의 Cisco 증권의 헤징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공식 공개사항

Cisco에 대해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적시적이며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서류 
제출은 적절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Cisco 직원은Cisco의 공개 보고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부 기관과 기타 공중의견제출 
기관용으로 보관하거나 제출하는 보고서와 문서에서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또 
시기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부패 방지 및 뇌물 수수

Cisco는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합니다. 
최대한 청렴하고 정직하며 투명성 있게 행동하고 
부패 방지/해외 부정거래 방지법(FCPA)을 포함해 
해당 지역 및 국가의 부패 방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뇌물제공하기 보다는 
차라리 비즈니스 기회를 포기할 것이며 뇌물 제공을 
거부하여 판매 기회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당사의 
직원을 지지할 것입니다.

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혜택(단지 현금만이 아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을 약속, 제안, 요구하거나 주고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Cisco 글로벌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을 참조하거나 
Ethics@Cisco.com에 문의하십시오.

선물, 여행, 접대
수락 가능한 비즈니스 선물과 금지되는 비즈니스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여행, 접대 정책을 
이해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내부 출장 및 
행사 경비의 경우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선물, 
여행, 접대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파트너의 행동
Cisco는 또한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투명성과 
정직에 대한 Cisco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Cisco 비즈니스 파트너도 
파트너 부패 방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Cisco는 
파트너를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공급업체를 상대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그들은 
Cisco의 공급업체 행동 규범 및 공급업체 윤리 
정책과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 기부

미국 선거법에 의거 Cisco 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특정 정치 캠페인에 대한 기부를 하기 
전에 Cisco의 미국 정치 기부 툴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미국 
공공 부문 윤리 강령을 참조하십시오. 정치 활동을 
위한 회사 자산 사용 관련 정책은 “회사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저작권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면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얻지 않고 
Cisco 제품, 홍보 자료, 서면 통신, 블로그 및 기타 
소셜 미디어의 개발에 또는 그 일부로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 재생산, 디지털화, 배포, 
방송, 사용 또는 수정하는 행위는 Cisco 정책에 
위배되며 사실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www.cisco.com/c/dam/en_us/about/doing_business/legal/docs/anticorruption_policy_for_partners.pdf
http://csr.cisco.com/pages/supplier-code-of-conduct
http://www.cisco.com/c/dam/en_us/about/ac50/ac142/sdbd/Documents/Supplier_Ethics_Policy.pdf
http://www.cisco.com/c/dam/en_us/about/ac50/ac142/sdbd/Documents/Supplier_Ethics_Policy.pdf
http://wwwin.cisco.com/legal/gac/campaign.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publicSector.html#Tab03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publicSector.html#Ta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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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사항은 최종 제품이 개인적인 용도인지, 
Cisco 내부 용도인지 또는 기타 용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Cisco 시설, 
장비 및 네트워크를 사용해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인터넷과 P2P 사이트를 통해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화, TV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음악을 다운받거나 공유하는 행위 포함)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습득 또는 배포하는 행위 또한 당사 
정책에 위배됩니다. 저작권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있으면 Legal에 문의하십시오.

 개인 데이터 정보보호

많은 국가가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판매업체/파트너, Cisco 웹사이트 방문자 
및 직원 등 Cisco와 함께 사업하는 모든 개인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개인 데이터(제3자에 
의해 호스팅된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하는 경우 
직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Cisco 정책,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데이터를 수집, 액세스, 사용 
또는 공유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팀에 문의하십시오.

 수출규제

모든 직원은 미국 및 국제 수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수출 면허가 있는 Cisco 제품은 테러 활동 지원 
국가로 지정되어 수출입이 금지된 국가 및 목적지를 
제외한 모든 영토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민간/영리적 
목적의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출입 금지 지역에 없더라도 제재 대상 법인은 
제외됩니다. Cisco의 준수 의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Global Export 
Trade(GET) 그룹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수입 규제

모든 직원은 수입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Cisco를 대신하여 적절한 세관신고 및 라이선스, 
도착지 세관 규정 준수, Cisco 정책 및 절차 준수에 
따라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사유품, 테러 활동 
지원국으로 지정된 수출이 금지된 도착지 및 국가로 
보내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포함해 Cisco의 수입 준수 
의무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Global 
Custom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금세탁 금지법

Cisco와 그 계열사들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리스트 및 범죄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많은 관할지역에서 적용되는 Cisco의 
법적 의무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Cisco 직원은 개인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하며, Cisco의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행위 금지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Cisco의 의무 중 몇 
가지로는 AML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고 Cisco가 
미국 및 국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단체와 
거래하지 않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Cisco는 기업 내의 기존 또는 현재 직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기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COBC와 충돌하면 현지 
법률을 따르고, 현지의 사업 관례가 COBC와 
충돌하면 COBC를 따릅니다. 잘 모르겠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https://policy.cisco.com/cppc/home
mailto:privacy%40cisco.com?subject=
mailto:privacy%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get/productgroup.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get/productgroup.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finance/globaltax/functions/customs.html#goto=0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finance/globaltax/functions/customs.html#got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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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분기별 수익 발표 결과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 결과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정보를 알고도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정보는 "중대한 미공개 정보"로 
간주되며 Cisco 주식을 매입하면 Cisco 정책 위반 및 
미연방 증권법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판매업체가 곧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Cisco의 우리 팀은 이 제품이 
Cisco에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해당 제품이 다른 산업에 필요한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판매업체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 
주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 
내부자 거래로 간주됩니다.

Cisco가 정부 관련 업무에 고용한 컨설턴트가 
Cisco에 청구하는 수수료에 상당한 '급행'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외의 돈을 지역 
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는 직간접적으로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뇌물 수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Cisco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가 지급금을 부적절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Ethics Office 또는  
Cisco Legal에 문의하십시오.

현지 법률을 따라야 할지, COBC를 준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법률이 COBC보다 우선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Ethics Office 또는 Legal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도구(툴)/자원

부패 방지:
•  글로벌 부패 방지법교육
• 수신: 선물 공개 툴
• 제공: GTE 툴
•  GTE(Gifts, Travel, and Entertainment) Jive 사이트

Cisco 미국 공공 부문:
•  미국 연방 세일즈(윤리 강령 및 준수 지침)
•  미국 공공 부문 선물 규칙
•  미국 정치 기부 툴

수출자원:
•  Cisco 글로벌 수출 및 기술 통제 그룹

개인정보자원:
•  개인정보 보호팀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gac/training.html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s://cisco.jiveon.com/groups/anti-corruption-bribery/pages/gifts-travel-entertainmen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federal.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publicSector.html#Tab01
http://wwwin.cisco.com/legal/gac/campaign.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get/productgroup.html
mailto:privacy%40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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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에 대해 정확성과 윤리성을 지킵니다

Cisco 재무를 책임감 있고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모든 Cisco 직원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사 관련 
자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 자금은 
Cisco 비즈니스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우리가 적절한 대가를 받으며 경비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에게서 구입한 물건도 
포함됩니다. Cisco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숨기거나 위변조하거나, 오기입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COBC 위반입니다.

Cisco의 경비 보고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Cisco 직원은 출장, 모임 & 행사, 조달 등과 같은 
Cisco의 Global Expense 및 기타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은 사용 가능한 경우 
승인된 툴(예: Oracle iExpenses)로 모든 업무 
경비를 제출하고 자동화된 툴을 사용할 수 없는 

재무 데이터 또는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나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Cisco 직원으로서 우리는 Cisco 내외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조직 
전체에서 청렴을 장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 재무 및 회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포함됩니다. 재무 정보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처리와 
보고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업하겠다는 
Cisco 약속의 핵심입니다.

경우 수동 청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Cisco 
직원은 정확하게 경비를 분류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경비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기술하고, 
비업무 또는 미승인 관련 경비 청구와 같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모든 판매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글로벌 기장(Booking) 정책은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판매 거래의 기준과 비표준 판매 조건에 
대한 처리 및 승인 요건을 담은 비표준 거래 정책 
세트를 규정합니다. 이것 또는 수익 인식 통제에 
대한 예외 및 이탈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해당 Cisco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약속 또는 “애매한” 부기 등 이러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외 자금 및 비자금. 
Cisco는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여 회사의 거래 및 
재무 상태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부외 자금은 Cisco 어카운트가 아닌 계정에서 
부적절하게 조성되거나 보유된 자금으로서, 회사 
정책에 따라 Cisco 장부 및 기록 상 적합한 투명성과 
승인 및 문서화된 약관, 올바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Cisco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전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부외 자금을 조성, 유지, 
사용하거나 부외 자금 관련 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를 우회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A/Policies/Global_Bookings_Policy.pdf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IT/Policies/Policy_Docs/Non-Standard_Deal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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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고 책임이 있는 직원 

COBC 이외에, Cisco의 CEO, CFO 및 모든 
재무부 직원은 특별 의무가 있으며 Cisco 
재무 담당자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강령은 정확하고 완전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 제공을 포함합니다. 
각 개인은 Cisco의 재무 실적 및 상태를 공정하고 
적시적으로 보고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견지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비롯한 
재무 담당자 윤리 강령 위반은 심각한 징계 
사유로서 해고를 포함한 인사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리 강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Cisco 
Legal, Ethics Office 또는 이사회의 감사 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COBC의 경우와 같이 강령 위반 
가능성 또는 실제 강령 위반을 성실하게 보고하는 
직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Cisco 정책에 위배되는 
것임을 유념하십시오.

상급자가 "수치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 직원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부정확하게 작업하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Ethics Office, Legal 또는 HR과 
상담하십시오. 또한 이사회의 감사 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채널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24시간 언제든지 Cisco EthicsLine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구매 주문서 없는 거래를 기록하도록 요구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고객의 구매 주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 기록은 재무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회사를 사기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 구매 
주문서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장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없는 리셀러에게 
판매하기 위해 또는 경쟁에 기인한 특별 할인 제공 
이외의 목적을 위해 거래하자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레이 마켓”으로의 제품 전용을 
일으켜 Cisco의 정당한 리셀러의 피해 및 서비스 
오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가 
승인된 계약 외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브랜드 
프로텍션 및 Ethics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가정...

고객이 대폭 할인된 제품만 선택할 수 있는 거래를 
맺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상황은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할인 누출 및 잠재적 
제품 전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를 
요구받는다면 재무 컨트롤러 또는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현재 기간에 남는 예산을 벤더의 향후 경비에 
사용하려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비는 발생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예산을 
다른 분기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Cisco 자금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비자금 조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또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향후 Cisco 지출 항목(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Cisco 직원은 파트너 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금을 
투명성, 승인, 문서화된 조건, Cisco 장부상 올바른 
회계 처리 없이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처리 방식은 혁신 및 인센티브 펀드에 대한 
글로벌 수익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궁금한 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Ethics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http://investor.cisco.com/investor-relations/governance/ethics/default.aspx
http://investor.cisco.com/investor-relations/governance/ethics/default.aspx
http://investor.cisco.com/investor-relations/governance/ethics/default.aspx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ntacts.html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A/Policies/Global_Bookings_Policy.pdf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1918&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1918&ver=approved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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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에 대한 약속

CSR 부서
Cisco 직원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Cisco의 CSR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사업 관례 및 
사회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CSR이 총력을 기울이는 영역은 사회 변혁, 직원들의 
참여 경험 조성, Cisco 비즈니스 운영, 공급 체인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제품 개발 및 제조 그리고 
환경 보호입니다. Cisco 리더는 모든 직원이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존할 
것을 장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례 CSR 보고서를 
참조하거나 CS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isco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Cisco는 세계인권선언(UDHR)과 인권, 노동, 
환경 및 부패 방지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10개 원칙에 협업하고 전략을 짜는 기업들을 위한 
전략적 정책 운동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를 
지지합니다. Cisco의 사업장 내, Cisco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의 인권 문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다룹니다. 업데이트된 인권 교육을 
이수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고객 경험 & 품질 계수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CX(Customer Experience)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Cisco 고객이 보다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Cisco와의 상호 작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이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본인은 품질 및 고객에 
대한 당사의 노력이 명시된 Cisco 품질 정책 및 Cisco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isco Policy 
and Process Central 및 Customer Experience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csr.cisco.com/pages/csr-reports
http://csr.cisco.com/
https://www.unglobalcompact.org/
http://learn.cisco.com/?courseID=COT00280951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BMS/Corporate/Cisco_Quality_Policy.docx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cisco-services/ts/tso/cpa/bes/bms.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cisco-services/ts/tso/cpa/bes/bms.html
https://policy.cisco.com/cppc/home
https://policy.cisco.com/cppc/home
https://cisco.jiveon.com/groups/cx-customer-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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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지지합니다. 
Cisco는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및 개방적 
의사소통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Cisco는 정보 접근을 
포함한 관계에서 유래된 자유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시스템 개발에서 Cisco의 목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isco는 글로벌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Cisco 제품을 빌드합니다. 이것이 검열을 
극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로 연결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Cisco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혁신과 발전하는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믿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매니저의 역할
Cisco 매니저는 보복의 두려움이 없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의 환경을 장려하며, 윤리 문제를 
인지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리더십 책임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Cisco 윤리 문화를 증진하고 
부하 직원이 Cisco 정책, COBC 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매니저는 회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업무에 대한 
승인 책임도 갖습니다. Cisco 매니저 또는 매니저의 
대리로서 여러분은 정책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도구(툴)/자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웹사이트
•  Cisco 기업 업무 
•  Cisco 품질 정책
•  Cisco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

http://csr.cisco.com/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corp-affairs.html
http://wwwin-eng.cisco.com/BMS/Corporate/Cisco_Quality_Policy.docx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cisco-services/ts/tso/cpa/bes/b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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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 웹사이트

업무 행동 강령에서 다루는 정책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으며 Cisco의 내부 
Policy and Process Central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타인 존중
•  직장에서의 약물 및 주류
•  HR 정책
•  평등 고용 기회 및 차별 처리 조치 정책
•  직장에서의 괴롭힘

 
책임감 있는 자원 사용

•  소셜 미디어 정책
•  소셜 미디어 우수 사례 및 Q&A
•  회사 비디오 정책
•  Cisco 자산 사용

 
이해의 상충

•  Cisco 이해의 상충, 사외 이사회, 투자 정책
•  Cisco 승인지침 

선물 및 접대
• 수신: 선물 공개 툴
• 제공: GTE 툴
•  선물, 여행, 접대 정책
•  출장 경비 정책
•  글로벌 경비 정책

•  공공 부문 선물 및 접대 지침
•  자선 단체 기부 정책(Charitable Donations 

Policy)

데이터 보호
•  보안 및 신뢰 정책
•  데이터 보호 정책
•  데이터 보호 표준 

추가 데이터 보호 정보(기능별)
•  Cisco 기록 관리 정책 및 보존 일정
•  전자 정보 처분 정책
•  이메일 보유 및 관리 정책
•  글로벌 애널리스트 관계 정책

법규 및 규정 준수
•  글로벌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정책
•  파트너를 위한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  내부자 거래정책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
•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 

재무 윤리 및 청렴성
•  글로벌 기장(Booking) 정책

신뢰성
•  Cisco 품질정책
•  글로벌 인권 정책

윤리 강령 보충
•  Cisco 재무 담당자 윤리 강령
•  Cisco 미국 공공 부문 윤리 강령
•  미국 K-12 학교 및 미국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한 Cisco의 E-Rate 프로그램 지침

•  공급업체 윤리 정책 및 공급업체 윤리 강령

https://policy.cisco.com/cppc/home
http://wwwin-eng.cisco.com/HR/Policies/EE_Guide_US/Drugs_and_Alcohol_in_the_Workplace.doc
https://policy.cisco.com/cppc/function/6783/
http://wwwin-eng.cisco.com/HR/Policies/EE_Guide_US/EEO_Global_Policy_Template_Final.doc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761303&ver=approved
https://cisco.jiveon.com/docs/DOC-30916
https://cisco.jiveon.com/docs/DOC-30916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81018&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761797&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redirectEdcsURL?url=http://wwwin-eng.cisco.com/Corporate/Corporate_Policy/Cisco_Level/Conflict_of_Interest_Policy.docx
http://cs.co/cobc28
http://icseth.cloudapp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aphM7rARGV-z9ssM8NQ5Sg%255B%255B*/!STANDAR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s://cisco.jiveon.com/docs/DOC-970791
https://cisco.jiveon.com/docs/DOC-970680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publicSector.html#Tab01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96350&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96350&ver=approved
https://policy.cisco.com/cppc/function/6510/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06762&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06757&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985917&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880241&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06614&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026059&ver=approved
http://cs.co/cobc40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22054&ver=approved
http://www.cisco.com/c/en/us/about/legal/global-anti-corruption.html#~Lega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247726&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06658&ver=approved
http://cs.co/cobc83
http://wwwin-eng.cisco.com/CA/Policies/Global_Bookings_Policy.pdf
http://wwwin-eng.cisco.com/BMS/Corporate/Cisco_Quality_Policy.docx
http://www.cisco.com/assets/csr/pdf/Human-Rights-Policy.pdf
http://investor.cisco.com/investor-relations/governance/ethics/default.aspx
http://cs.co/cobc3
http://cs.co/cobc5
http://cs.co/cobc5
http://www.cisco.com/c/dam/en_us/about/ac50/ac142/sdbd/Documents/Supplier_Ethics_Policy.pdf
http://csr.cisco.com/pages/supplier-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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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목록

뇌물 – 재량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 
또는 회사 직원에게 어떤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것. 현지 법률은 보다 폭넓은 정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당물 – 융자, 주식, 스톡 옵션, 은행 수표, 
여행자 수표, Visa 또는 기타 유형의 체크 또는 
현금 카드, 송금환, 투자 증권 또는 유통 증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 이는 Cisco의 설비, 장비 및 용품, 금전, 
제품,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기타 사유 정보 및 직원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유형물 및 무형물일 수 있습니다.

저작물 – 제3자 
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는 전체 내용이든 일부든 
상관없이 저작물, 도표, 그림, 이미지,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녹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고지 
사항 표시 여부와 관계 없이 그러한 자료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친척 –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 또는 장모, 동거인(이성 또는 
동성) 또는 기타 함께 살거나 재정적으로 귀하에게 
의존하거나 귀하가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입니다.

친구 – Cisco 정책 및 COBC에서 친구란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다른 말로 하면 
가까운 친구)입니다.

선물, 여행, 접대 – 유가물로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식사 또는 숙박
• 할인
• 대출
•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
• 서비스
• 장비
• 경품
• 제품
• 운송
• 차량 또는 휴가 시설의 사용
• 주택 개선
• 오락/스포츠 행사 입장권
• 선물 카드 또는 상품권
• 주식
• Cisco와 관련된 회사의 직접주 구입 기회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리한 조건

정부 기관:
• 국가, 지방, 지역 또는 자치 단위 입법, 행정 또는 
사법 기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업 기구, 학교, 대학, 
의료 서비스 기관, 경찰서, 군대, 정부 허가, 승인 
또는 면허 발행처 등의 국영 기관

• SOE(State-Owned Enterprise) 및/또는 주 정부 
대행 기관 

• 공공(준정부) 국제 기구(예: UN, IMF, 
아프리카연합 등)

• 국제연합, 세계은행 또는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국제 공공 조직뿐만 아니라 공립 대학, 병원, 
학교, 도서관, 국부펀드,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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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희롱 – 괴롭힘은 위협적, 적대적 또는 
모욕적 업무 환경을 만들거나 개인의 업무 수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달갑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경멸적이거나 상스러운 성격의 구두 또는 서면 
표현 및/또는 시각적 행동(예: 만화 또는 몸짓)

• 통상적인 움직임의 차단, 억제, 건드리기를 
포함한 신체적 행동 또는 기타 공격적 또는 
위협적인 신체 행위

•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 어떤 다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일자리 혜택, 보안 또는 
승진의 조건으로 개인이 직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특정 행동에 굴복하거나 
수행하도록 위협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괴롭힘을 신고한 것, 다른 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하도록 지원한 것 또는 괴롭힘 진정의 
조사에 참가한 것에 대한보복행위

• 달갑지 않은 성적 치근거림, 성적 호의 요구 및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성적인 성격의 구두, 
서면, 시각적 또는 신체적 행동 같은 불법적인 
성희롱

중요한 미공개 정보 – 투자자의 회사 증권 매입, 매각 
또는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미공개 정보 

개인 데이터 – 개인을 식별, 접촉하거나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단일 소스 – 비 Cisco, 단일 주체. 직원으로써 우리는 
단일 주체(단일 회사 또는 조직)로부터 일 년에 최대 
총계 100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하나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 Cisco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로 컨설턴트, 용역업체 및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Cisco가 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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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Cisco는 윤리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Ethics Office
•  Cisco Ethics Office
•  문제 보고/EthicsLine
•  관리자를 위한 윤리 참고 자료
•  Cisco 정책 및 절차 센터 

Cisco HR(Human Resources)
•  HR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팀

글로벌 공공 부문 준수 사무소
•  publicsectorcompliance@cisco.com

일반 상담 
•  generalcounsel@cisco.com

Cisco IR(Investor Relations)
•  외부
•  내부

글로벌 애널리스트 관계

Cisco PR부

Cisco 이사회의 
감사 위원회

• 이메일 – auditcommittee@external.cisco.com
• 우편 –  Cisco Systems, Audit Committee  

105 Serra Way, PMB #112 
Milpitas, CA 95035

Cisco Information Security & Trust Organization
•  정보 보안
•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  Global Data Privacy Office

개인정보 보호팀
•  이메일 

추가 인증/교육
• 미국 정부 관료와의 협력 – Cisco의 미국 공공 
부문 윤리 강령을 읽고 이에 동의한 후 “Working 
with U.S. Public Sector Customers” 교육을 
이수하십시오.

• 미국 K-12 학교 또는 미국 도서관과의 협력 – 
Cisco의 E-Rate 프로그램 지침을 읽고 이에 
동의하십시오.

• 재무 팀 근무 – Cisco 재무 담당자 윤리 강령을 
검토하고 이에 동의하십시오.

• 미국 외 글로벌 세일즈/마케팅 부서에서 근무 
또는 글로벌 고객과의 협력 – 온라인 글로벌 
부패 방지 법률 E-러닝 과정을 이수하십시오.

Cisco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입사 시 입사 
과정의 일부로 COBC 인증 과정(및 기타 관련 
보충 강령 및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입 
사원은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COBC 인증 캠페인에 
참가해야 합니다.

mailto:ethics%40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concerns/ethicsline.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erc.html#horizontalTab2
https://policycentral.cloudapps.cisco.com/cppc/home
http://cs.co/cobc9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hr/hrbizops/hrdata.html#horizontalTab2
mailto:publicsectorcompliance%40cisco.com?subject=
mailto:generalcounsel%40cisco.com?subject=
http://investor.cisco.com/
https://cisco.jiveon.com/groups/cisco-investor-relations
http://www.cisco.com/c/en/us/about/global-analyst-relations-new.html
http://newsroom.cisco.com/media-relations-contacts
mailto:auditcommittee%40external.cisco.com?subject=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ecurity-trust/infosec.html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ecurity-trust/infosec.html
https://cisco.jiveon.com/groups/data-protection
https://cisco.jiveon.com/groups/global-data-privacy-office
mailto:privacy%40cisco.com?subject=
http://cs.co/cobc3
http://cs.co/cobc3
http://learn.cisco.com/?courseId=COT00082496
http://learn.cisco.com/?courseId=COT00082496
http://cs.co/cobc5
http://investor.cisco.com/investor-relations/governance/ethics/default.aspx
http://cs.co/cobc6
http://cs.co/cob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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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

정치 활동 및 기부 13,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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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업 윤리 강령의 모든 측면에 대한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의견을 보낼 이메일 주소: COBC@cisco.com 

최종 개정: 2017년 4월 

© 2007-2017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Cisco 로고, Cisco Systems 및 Cisco 
Systems 로고는 미국과 기타 특정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 본 문서 및 웹사이트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
용이 Cisco와 다른 업체 사이의 제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