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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공급업체 윤리 정책

Cisco Systems, Inc. 및 계열사(Cisco)는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 수준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Cisco 
공급업체 및 직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 공정성 및 청렴성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isco에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위임된 직원, 하청업체, 에이전트 및 서드파티가 이 공급업체 윤리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isco는 공급업체를 감사하고 공급업체의 시설이 본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공급업체는 모든 공급업체 
직원 또는 담당자가 본 정책 또는 다른 Cisco 정책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직원 또는 담당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Cisco와의 향후 사업에서 배제되고 기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정책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Cisco의 
Ethics Office ethics@cisco.com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및 Cisco 정책 준수
공급업체는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고용법을 비롯하여 Cisco와의 거래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 또는 기타 관련 Cisco 정책이 준거법과 충돌하고 공급업체에서 법률과 정책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충돌하는 조항에는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이 다른 관련 Cisco 정책과 충돌하고 공급업체가 두 정책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본 정책이 
적용됩니다.

내부자거래
연방법과 주법은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보 자료를 보유한 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합니다. Cisco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공급업체는 
Cisco 또는 다른 회사(Cisco 고객, 공급업체,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Cisco 또는 다른 회사의 증권 또는 주식의 구매 또는 판매, 타인과 정보 공유 포함)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mailto:ethics@cisco.com


정책
Cisco public

목차
준거법 및 Cisco 정책 준수

내부자거래

선물, 여행 및 접대

이해 상충

불공정 업무 관행

부패 방지

Cisco를 대신하는 허가되지 않은 로비 활동 및 
언론 발표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Cisco의 글로벌 인권 정책

공급업체 행동 강령

윤리적 우려 사항 고지

선물, 여행 및 접대
공급업체는 Cisco 직원 또는 Cisco를 대리하는 서드파티에게 가치 있는 선물, 여행, 접대, 정치 헌금 또는 
자선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 (a) 적절하고(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또는 기타 제외된 선물 유형이 아니고, 실제로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모든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함), (b) 합리적인 가격이며, (c) 완전히 투명한 
가치인 경우에만 Cisco 직원에게 선물, 여행 또는 접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
Cisco 직원의 개인적 이익이 Cisco의 최선의 이익에 방해될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합니다. Cisco 직원의 
직책으로 인해 직원,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가 개인적인 혜택을 받을 경우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 상충이 발생한 경우 모든 관계를 Cisco Ethics Office 
(ethics@cisco.com)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isco의 지시에 따라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모든 이해 
상충을 시정해야 합니다.

불공정 업무 관행
Cisco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정 업무, 광고,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며, 가격을 수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하거나, 현재, 최신 또는 미래 가격 정보를 공급업체의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 방지
Cisco는 최고의 반부패 표준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경제-사회 개발을 위협하고, 공정한 교역에 해를 끼칩니다. 공급업체는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 다른 국가의 모든 유사한 부패 및 뇌물 방지법, Cisco의 부패 방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뇌물, 갈취 또는 횡령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높은 
윤리 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전 세계 모든 업무상 상호 작용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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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를 대신하는 허가되지 않은 로비 활동 및 언론 발표
공급업체는 Cisco의 정부 거래 사업부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어떤 종류의 공식 정부 단체 또는 대리인에게도 
Cisco를 대신하여 로비 활동 또는 그와 유사한 대리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Cisco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Cisco를 대신하여 또는 Cisco에 대해 언론에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합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정보 기술 및 소프트웨어만 해당 라이선스의 약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isco 법무 부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Cisco의 기술, 독점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함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및 기밀 유지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존중해야 
하며, Cisco 및 Cisco의 직원, 고객, 파트너 관련 데이터를 비롯하여 Cisco와의 관계로 인해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 정보, 기밀 정보, 독점 정보 또는 기타 민감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또는 공유할 때 Cisco의 지침 및 관련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isco에서 제공하는 정보 기술 및 시스템을 Cisco에서 승인한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Cisco의 글로벌 인권 정책
Cisco의 글로벌 인권 정책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Cisco의 부단한 약속을 공식화합니다. Cisco는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에서 개발한 8개 핵심 노동 조약, UN 글로벌 콤팩트 및 UN 기업 및 인권 
지침에 규정된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하는 모든 원칙을 따르고 모든 관련 글로벌 및 로컬 
인권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 준수

• 정기적으로 인권 위험 평가

• 위험을 완화하고, 인권이 공급업체의 명분 또는 기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시정

• 인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해 이해 관계자와 개방적으로 교류

• 인권 약속을 지키려는 Cisco의 노력 지원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https://www.cisco.com/c/en/us/about/government-affairs.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210115&ver=approved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WCMS_201895/lang--en/index.htm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2


정책
Cisco public

목차
준거법 및 Cisco 정책 준수

내부자거래

선물, 여행 및 접대

이해 상충

불공정 업무 관행

부패 방지

Cisco를 대신하는 허가되지 않은 로비 활동 및 
언론 발표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Cisco의 글로벌 인권 정책

공급업체 행동 강령

윤리적 우려 사항 고지

공급업체 행동 강령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이전의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의 창립 회원인 Cisco는 
BRA 행동 강령을 Cisco 공급업체 행동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RBA 행동 강령은 노동, 보건, 안전, 환경, 
윤리 부문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규정을 비롯하여 전자 산업에서 합의한 책임 있는 소싱 및 제조에 대한 
기본 교리를 반영합니다. 본 강령은 Cisco, 동료, 공급업체, 고객 및 외부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통합하며 
개선되는 문서입니다. 공급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정되는 RBA 행동 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윤리적 우려 사항 고지
Cisco의 모든 직원,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주주 및 이해 관계자는 본 공급업체 윤리 정책 또는 기타 Cisco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상황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isco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Cisco와의 거래 또는 Cisco를 대리한 거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행동에 대해 ethics@cisco.com 또는 Cisco 윤리담당관실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Cisco 및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10R) C07-742879-0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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