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 co 공급업체 윤리 정책 

Cis co Sys te ms , Inc. 및 전세계의 동 계열사들(이하 Cis co)은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 및  청렴한  사업수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공급업체 및 그들과 함께 일하는 Cis co 
임직원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정직성, 공정성 및 개인적인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모든 제반  법률을 준수하며 부당한 행위나 이권 충돌로 인지되는 것조차도 
기피하는 것은 Cis co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윤리적인  회사  
본 정책은 전세계의 모든 Cis co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급업체"라 
함은 어떠한 종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Cis co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비즈니스, 기업, 법인, 개인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하며, 
공급업체의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본 정책에 관한 
질문은 Cis co Ethics  Office (e thics @cis co.com)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책  인지  및  준수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본 정책을 인지하고 Cis co와의, 그리고 Cis co를 
대신하는 모든 거래에서 본 정책 적용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Cis co 공급업체 
자격 심사 패키지의 일부인) 윤리 인증서 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Cis co와의 비즈니스 및/또는 향후 비즈니스를 고려할 때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Cis co를 위한 우리의 업무에 고용하는 임의의 하청업체, 대리인 또는 
기타 제3자도, Cis co와 우리와의 계약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본 정책에 
일관되게 행동할 것임을 보장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준법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우리자신 및 Cis co와 우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그 중에는 Cis co와의 계약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해당 정부 계약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되는 미국 소기업 규정 및 법규 
• 차별 철폐 조처 및 동등한 고용 기회 규정 및 법규 
• 기업과 미국 정부와의 사업진행에 대한 보류 및 금지에 대한 규정 및 여타 
관할법역에서 적용되는 기타 유사한 법률과 법규. 



내부자  거래에  관한  Cis c o  정책  

우리는 Cis co 또는 Cis co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되면 
Cis co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행동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Cis co와의 관계로 인해 다른 회사(Cis co의 고객, 공급업체, 벤더 또는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하여)에 관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그 회사의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여타의 행동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Cis c o의  선물  및  접대  정책   

금지  사항  –  Cis co의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Cis co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Cis co의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특혜, 현금, 선물, 접대 또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Cis co 
임직원들도 우리에게 그런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우리 및 Cis co 임직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우리나 Cis co의 직원이 
Cis co의 비즈니스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참고:  Cis co 임직원은 공급업체인 
우리에게서 최초 공모(IPO) 주식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  사항  –  우리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선물 및 뇌물, 
리베이트, 부당 이득 또는 비정기적인 유형의 보수라는 인상을 주거나 기타 이권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선물인 경우, Cis co 직원은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된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적 선물(들)의 총 가치는 명목상의 가치(연간 1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무형적인 선물/접대(예: 행사 입장권 등)인 경우 연간 2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Cis co가 곤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선물은 Cis co의 비즈니스 관행에 일치하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 선물을 수락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물을 수락하려면 Cis co 윤리 담당관실 및 해당 
수령인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권  충돌  회피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Cis co에게 실제적, 잠재적 또는 인지 가능한 이권 
충돌을 일으키는 어떠한  금전적 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Cis co 임직원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Cis co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이 회사에서의 그의 직책상의 
책임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권 충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권 
충돌은 반드시 공개하여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권 충돌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Cis co 및 공급업체인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개를 하여 Cis co 



경영진 및 Cis co 윤리 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권 충돌을 
공개하려면 윤리담당관실(e thics @cis co.com)에 연락하십시오.  
 

불공정  업무관행  회피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경쟁업체와 가격을 고정하거나 담합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업체와 고객이나 시장을 할당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와 
현재 가격 정보, 최근 가격 정보 또는 향후 가격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모든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친환경  공급망  파트너  

공급망 공급업체 또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Cis co가 채택한 Ele ctronic Indus try 
Citize ns hip Coalition (EICC) 품행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EICC 품행 규정은 작업자 안전성과 공정성, 친환경 책임 및 비즈니스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높은  품질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특히 모든 해당 품질 요구사항을 포함, Cis co와의 
계약상의 요구조건과  모든 측면에서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Cis c o의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  준수  

Cis co의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이해합니다. 뇌물수수, 강요 또는 
횡령과 같은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뇌물 제공” 또는 “뇌물 수수”란 사업 기회를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사업적 
특혜를 받거나, Cis co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부 
관계자나 기업의 임직원에게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라이선스(Lice ns e s ) 또는 법규상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의 징계 조치를 예방하거나,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 또는 통관 
수수료를 회피하거나, 경쟁사가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Cis co의 글로벌 부패방지 정책에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글로벌 부패방지 
정책은 Cis co 웹 사이트(http:/ /www.cis co.com/le gal/anti_corruption.html) 
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le galcompliance @cis co.com에 연락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Cis c o를  대신한  정치헌금  또는  자선기부  금지  

Cis co의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Cis co를 대신하여 어떤 종류의 정치 헌금이나 
자선 기부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Cis c o를  대신한  승인되지  않은  로비활동  회피  

Cis co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Cis co의 글로벌 정책 및 Gove rnme nt Affairs  
Group의 명시적 동의 및 계약서 없이 어떤 종류의 정부, 공무원 또는 단체 또는 
대리인에게 Cis co를 대신하여 로비 활동 또는 그와 유사한 대리 활동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규제 준수 담당관실 
(publics e ctorcompliance @cis co.com)에 연락하십시오. 
 

윤리적  문제에  관한  의견  

Cis co의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Cis c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행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행동 또는 Cis co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행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행동에 대해 Cis co 윤리담당관실에 
즉시 통지합니다. 
 
전화  ( Cis c o  Ethic s  Line )  
북미 지역 무료 전화 877- 571- 1700  
북미 이외 지역/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770- 776- 5611 
 
• 현지 전화 교환원에게 미국으로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다음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770- 776- 5611. 

• 교환원이 귀하의 이름을 묻는 경우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Cis co 
Sys te ms ”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 e thics @cis co.com -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염려하는 점이나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점, 또는 일반적인 질의 사항을 윤리담당관실에 
보고하십시오. 질의 사항에는 공급업체 윤리 정책이나 Cis co 비즈니스 
행동 강령에 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 auditcommitte e @cis co.com -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염려하는 
점을 Cis co이사회의 감사위원회로 전달하십시오. 

 
익명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감사위원회의 다음 비공개 사서함(PMB)으로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Cis co Sys te ms , Audit Committe e  
105 Se rra Way, PMB #112 
Milpitas , CA, USA 9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