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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정책은 부패 방지와 관련해 Cisco의 글로벌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지 법규 또는 규정상 
한층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법규 및 규정이 본 정책에 명시된 요건에 우선합니다. 

2. 개요 

Cisco Systems, Inc.와 그 전세계 계열사들(Cisco)은 청렴정직함과 가장 엄격한 반부패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를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isco 사 전체 직원,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는 정직함, 
공정함 및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모든 반부패/뇌물 금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겉보기에라도 부적절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Cisco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규제법 및 전 세계의 기타 부패 방지 
법률을 비롯한 모든 준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정부 관료에 대한 뇌물 공여, 장부 및 기록 
요건, 위반 시 형사 및 민사 처벌에 대해 금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 
기준을 적용하고, 뇌물 수수를 포함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민간 부문의 종사자 간의 상업성 뇌물도 
금지됩니다. 

3. 범위 

이 정책은 Cisco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Cisco의 직원과 Cisco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 적용되며 그 행동을 규제합니다. Cisco 직원은 이 정책을 읽고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Cisco 관리자들은 반드시 본 정책을 시행하고 자신이 감독하는 사람 및 법인이 본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isco 직원이 당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관련 반부패 및 뇌물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Cisco에 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본 정책에 따라 이러한 
위반 의혹을 Cisco(ethics@cisco.com)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정책 성명 

전 세계 법규에 따라, Cisco에서는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일체의 조치 또는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Cisco 사에 부적절한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에게든 일체 뇌물 또는 일체의 
고가품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약속, 제의, 제공 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mailto:ethics@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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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경제-사회 개발을 위협하고, 공정한 교역에 해를 끼칩니다. 
부정부패를 퇴치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반부패/뇌물 금지 법규-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일체의 고가품"(뇌물)을 주거나, 지불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 거래를 획득, 유지 및/또는 유도하기 위해 특정 조치 또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 또는 

• 일체 유형의 부적절한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체의 고가품"(뇌물)을 수락하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뇌물이란? 

뇌물은 단순히 테이블 아래로 건네는 봉투에 담긴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제법 및 Cisco 
정책에서는 부적절한 이득을 확보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뇌물을 
다음과 같은 "일체의 고가품"으로 정의합니다. 상품권, 주택 개조/서비스,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 개인 클럽의 초대권, 무입찰 계약, 청소년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여름방학 일자리, 무료 
리무진/예우 차원 자가용 서비스 및 기타 고가품.  
 
고가품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뇌물의 목적이 이행되지 않고 단순히 뇌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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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Cisco를 대신해 뇌물을 제공할 수 없음 

제3자("중개인"이라고 합니다)를 이용해 뇌물 수수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 
에이전트, 컨설턴트, 유통업체 및 사업 협력업체는 Cisco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뇌물을 
제의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본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유도, 촉진 또는 유발하는 
것도 본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Cisco 직원은 제3자가 본 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ethics@cisco.com 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3자의 참여에 
대한 지침, 뇌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지불 또는 혜택을 결정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기타 경고 징후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 FAQ(부록 A)  
• Cisco의 반부패 체크리스트와 FAQ(부록 B)  
• Cisco의 제3자 실사 절차(부록 C)  
• 뇌물 수수의 경고 징후(부록 D)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상사나 ethics@cisco.com 에 문의하십시오. 

 

4.1 선물 및 접대 

당사의 비즈니스 동업자와 비공식적 상호교류를 하거나 선물 또는 기타 제공품을 교환하는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적절한 비즈니스 
프로토콜 및 관행으로 허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당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출장, 접대 및 기타 제공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준거법이나 Cisco 
또는 제3자의 정책이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윤리 강령(COBC) 및 선물, 출장 및 접대(GTE) 정책에는 공개 및 사전 승인 지침과 함께 
승인 가능한 선물 또는 기타 제공품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모든 
선물 및 기타 제공품의 교환은 부적절하게 비치지 않도록 본 정책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GTE 정책의 추가 세부 사항에 규정된 대로, 주고받는 선물 및 기타 제공품은 
적절해야(현금, 상품권 또는 기타 금지된 유형의 상품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 성과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고 모든 법률, 규정, 정책을 준수하는 상품) 하고, 합리적인 
가격(GTE 정책에 임계값이 규정되어 있음)이어야 하며, 공개 및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ilto:ethics@cisco.com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http://wwwin.cisco.com/legal/gac/appendices.shtml#FAQ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library#filter=path%7C%2FLegal%2FLegal%2520Services%2FTeam%2520Folders%2FGlobal%2520Compliance%2520Enablement%2520%2528GCE%2529%2FAnti-corruption%2520and%2520Bribery%2520Program%2FGlobal%2520Anti-Corruption%2520FY20%7C&page=1
http://wwwin.cisco.com/legal/gac/appendices.shtml#FAQ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library#filter=path%7C%2FLegal%2FLegal%2520Services%2FTeam%2520Folders%2FGlobal%2520Compliance%2520Enablement%2520%2528GCE%2529%2FAnti-corruption%2520and%2520Bribery%2520Program%2FGlobal%2520Anti-Corruption%2520FY20%7C&page=1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library#filter=path%7C%2FLegal%2FLegal%2520Services%2FTeam%2520Folders%2FGlobal%2520Compliance%2520Enablement%2520%2528GCE%2529%2FAnti-corruption%2520and%2520Bribery%2520Program%2FGlobal%2520Anti-Corruption%2520FY20%7C&page=1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library#filter=path%7C%2FLegal%2FLegal%2520Services%2FTeam%2520Folders%2FGlobal%2520Compliance%2520Enablement%2520%2528GCE%2529%2FAnti-corruption%2520and%2520Bribery%2520Program%2FGlobal%2520Anti-Corruption%2520FY20%7C&page=1
mailto:ethics@cisco.com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cobc.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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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출장 및 숙소 
 
때때로, Cisco 시설이나 Cisco 후원 행사 방문 목적으로 방문객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isco에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여행, 경비 및 공공 부문 정책에 따라 업무 
상 방문객에 따른 특정 여행 및 숙박 경비 지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합법적인 업무 상 목적인 경우 
• 해당 방문객의 직위 또는 연공 서열로 봤을 때 합당한 경우  
• 업무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 경우 
• 여행 경비를 Cisco가 부담해야 하는 초대 방문객의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 
• 타당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여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수적 

여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추가적인 여행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출장지를 
벗어나 장거리 여행을 가야 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여정이 해당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일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에이전트, 파트너,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 같은 제3자가 Cisco를 대신해 여행 및 숙박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위 정책은 적용됩니다. 제3자가 이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Cisco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를 유도하거나,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것을 Cisco 
직원이 알고 있을 경우 이 정책에 위배됩니다.  
 
공개 및 승인 의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출장 및 법인카드 정책, GTE 정책, 
글로벌 회의 및 행사(Global Meetings and Events)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4.1.2. 필요한 승인 및 공개 
 
Global Compliance Enablement 팀에서는 다음 당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업무 
경비(선물, 출장, 접대 또는 향응)를 공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제공합니다. (1) 정부 관료: 부분/전체 국유 기업 또는 국영 법인체(예: 민간 기업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민간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회사 또는 의료기관), (2) 기타 당사자: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GTE 정책에 규정된 요건 및 임계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선물, 출장 또는 접대는 법적 책임을 야기하고 Cisco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GTE 항목을 제공할 경우 GTE 공개 툴(GTE Disclosure Tool)을 사용하여 내역을 
공개하고 승인을 받으십시오(GET 정책에 규정된 경우). 

• GTE 항목을 수락할 경우 선물 수락 공개 툴(Receipt of Gifts Disclosure Tool)을 
사용하여 내역을 공개하고 승인을 받으십시오(GET 정책에 규정된 경우). 
 

http://wwwin-eng.cisco.com/Corporate/Finance/Policy/Travel_Operations_Policy/Global_Travel_Employee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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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67&ver=approved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
http://wwwin-tool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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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정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찾거나 
corporate_compliance@cisco.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ethics@cisco.com 에 보고해야 합니다.  

 

4.2 급행료 

급행료란? 
"급행료"는 비자 처리, 검사 일정 예약, 우편물 픽업 또는 배달 확보 또는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연결 등, 민원 신청자가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일상적인 정부 조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관료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퀴에 기름칠하기(greasing the 
wheels)" 또는 "기름칠 비용(grease payments)"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Cisco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급행료 지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행료 지불은 특정 부패 방지법(영국, 캐나다, 브라질 등), 대다수 기타 국가 및 
여러 국가의 부패 방지 협약(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뇌물로 처리됩니다.  

4.2.1 제한적인 예외 사항 
 
급행료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지불해야 하며 Cisco 법무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임원 
이상 직급의 경영진 내부의 승인도 포함해야 하며, 재무 지원 책임자에게 내역을 
공개해야 함). 

• 다른 대안이 전혀 없고, 예상되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러한 수수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상황이고, 비교 가능한 
사례에서 시행 중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어진 상황의 여러 사실과 정황을 감안할 때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사람의 안전, 보안 또는 이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경우, 먼저 급행료를 지불하고 
사후에 Cisco 법무 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급행료는 해당 회계 장부에 그 성격을 정확하게 묘사 및 기록하고 "급행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90542467-3ea8-4015-b765-d7e59ac7b693
mailto:corporate_compliance@cisco.com
mailto:ethics@cisco.com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89fb3c07-4131-48e2-bb27-6bf0fc29b42d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  EDCS1122054  8 / 13페이지 
 

 
Cisco Systems, Inc. CISCO CONFIDENTIAL 
 인쇄본이나 복제된 소프트카피는 통제 외 문서로 간주합니다. 최신판은 원본 온라인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버전 8 기준 

4.3 자선 단체 기부금 및 정치 헌금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보통 바람직한 기업 시민 정신으로 간주되지만, 정부 관료가 신탁 
관리 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국제 반부패법 하에서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FCPA 및 미국 당국은 정부 관료와 관련 있는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는 해당 관료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와 관련 있는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는 반드시 자선 기부 정책(Charitable Donations 
Policy)을 따라야 합니다.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는 GTE 정책에 따라 선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위에 언급한 대로 공개 및 승인이 필요함). 
 
정당 및 후보자도 정부 관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Cisco 정부업무(Government Affairs) 팀이 
사전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일체 Cisco를 대신해 정치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헌금은 
다음을 비롯한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품목  
• 비금전적 품목(장비의 대여 또는 기부, 무료 기술 서비스, 또는 직원 시간 기부 등) 
• 기업 리소스 이용(시설, 이메일, 문구류, 직원 시간 등) 

근무 시간, Cisco 건물이나 장비의 사용 또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 등을 포함한 어떠한 자산도 
Cisco 정부 업무 팀의 서면 허가 없이는 정치적 후보나 정치적 활동 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투표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GET 정책에 따라 각자 개인 시간에 자신의 돈을 사용해 개별적으로 정치 또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Cisco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정치 또는 자선 기부금을 일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미국 선거법에 따라 일부 직원(현재 이사회 일원, 경영진, 그리고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 주에서 정부 기관급 고객과의 영업 관계를 맡고 있는 특정 담당자 
포함)은 특정한 종류의 캠페인 헌금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의 미국 공공 부문 윤리 강령을 참조하십시오. 
 

4.4 장부 및 기록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기록에 뇌물을 감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 반부패 법에는 장부, 
기록 및 내부 재무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isco의 경우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여 회사의 거래, 자산 및 재무 상태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에는 지불 처리에 필요한 각종 양식, 지불 요청의 합당한 근거가 되는 첨부 문서 및 백업, 
회계 규정에 따른 지불 허가 및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http://wwwin-eng.cisco.com/IT/Policies/Policy_Docs/Global_Policy_Donations.doc
http://wwwin-eng.cisco.com/IT/Policies/Policy_Docs/Global_Policy_Donations.doc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wwwin.cisco.com/legal/sales/publicSector/engagementguidelin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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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비공개/미기록 회사 자금 또는 "부외 자금"은 Cisco 이외의 계정(파트너, 에이전트,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 포함)에서 부적절하게 조성되거나 보유된 자금으로서, 회사 정책에 따라 
Cisco 장부 및 기록상 적합한 투명성과 승인 및 문서화된 약관, 올바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Cisco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전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부외 자금은 고객, 파트너, 
마케팅 또는 기타 벤더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비표준 할인, 회수불능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 세일즈/마케팅 인센티브 자금 오용, 벤더 지급금 초과액(선지급금 포함) 
또는 회사의 기존 재무 기록 유지 프로세스를 벗어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그 밖의 모든 
노력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외 자금의 조성, 보유 또는 사용을 비롯해 부외 
자금과 관련된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우회하거나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적합한 비즈니스 비용 또는 목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Cisco의 
COBC 및 이러한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Anti-Corruption and Bribery Policy)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무거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록 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의 기록 관리 절차(Record Management 
Process)를 참조하십시오. 
 

4.5 직원의 책임 

4.5.1 교육 및 규정 준수 
 
영업, 마케팅, 서비스, 법무 및 재무 등 특정 기능 부서에서 근무하는 Cisco 직원들은 
반드시 온라인 글로벌 반부패 및 뇌물(Global Anti-Corruption and Bribery)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전 직원에게 권장합니다. Cisco와 협력하거나 
Cisco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파트너, 벤더, 공급업체, 컨설턴트 또는 제3자는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법, 기타 전 세계 부패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반부패 및 
뇌물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귀하는 Cisco 직원 또는 
Cisco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ethics@cisco.com 에 보고해야 합니다. 
 

4.5.2 처벌 
 
부패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또는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 민사 및 규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겉보기에라도 부적절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은 Cisco 및 해당 직원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부패 방지법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208631&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208631&ver=approved
http://wwwin.cisco.com/legal/gac/training.shtml
mailto:ethics@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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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질문, 우려 사항 또는 위반 가능성 신고 
 

뭔가 수상한 것을 목격한 직원들은 정책 위반자가 직속 관리자 또는 다른 상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한 행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록 D – 뇌물 
수수의 경고 징후를 참조하십시오. 법무 팀 또는 윤리실(Ethics Office)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직원은 윤리적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정직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비롯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isco는 선의로 우려 사항을 신고하거나 준수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관리자 또는 
직원들은 최대 해고 조치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의심되는 보복 
행위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thics@cisco.com 을 통해 윤리실(Ethics Office)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익명 및 기밀 신고 
포함). 자세한 내용은 "우려 사항 신고(Voice Your Concerns)"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정책 준수 

정책 준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정책 준수 발효일 

이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은 이 문서의 제목 페이지에 표시된 '최근 개정일'을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5.2 컴플라이언스 평가 

모든 Cisco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준수 여부는 적극적인 경비 환급 
모니터링, 선물 추적 체계, 제공되는 비즈니스 툴을 사용한 보고서, 내부 및 외부 감사, 자기 평가, 
정책 책임자에게 위반 가능성 및/또는 기타 피드백 보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3 컴플라이언스 예외 

부패 방지 및 뇌물 금지 정책의 예외 사항은 반드시 Cisco 법무 팀 및 윤리실(Ethics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mailto:ethics@cisco.com
http://wwwin.cisco.com/legal/ethics/concerns/vo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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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규정 비준수 

절차,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우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규정된 정책/절차를 피하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본 정책을 회피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고를 비롯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 업무 행동 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 선물, 출장, 접대 정책(Gifts, Travel, and Entertainment Policy) 
• 미국 공공 부문 윤리 강령(U.S. Public Sector Ethics Code) 

o 공공 부문 선물 및 접대 지침(Public Sector Gifts and Hospitality Guidelines)  
• 글로벌 여행 및 법인카드 정책 
• 자선 단체 기부 정책(Charitable Donations Policy) 
• 글로벌 경비 정책(Global Expense Policy)  
• GET 항목을 제공할 경우 내역 공개 및 승인을 위한 글로벌 회의 및 행사 정책(Global 

Meetings and Events Policy) GTE 공개 툴(GET Disclosure Tool) 
• GTE 항목을 수락할 경우 내역 공개 및 승인을 위한 선물 수락 공개 툴(Receipt of Gifts 

Disclosure Tool) 
• 이해의 상충, 사외 이사회, 투자 정책 

 

7. 정의 

본 문서에서는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합니다: 
 

일체의 고가품 한정 없이 다음을 포함하는 일체 형태의 혜택: 
•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 융자, 선물 또는 상금 
• 고용 제안, 향후 고용 또는 인턴십 약속(불특정 개인 또는 

친척에 대한)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리한 조건 또는 제품 할인 
• 접대/호의(이동, 호텔 숙박, 식사, 생활 경비 또는 여행 또는 

리조트 숙박 경비) 
• 차량 또는 휴가지의 사용 
• 이벤트 할인 또는 무료 티켓 
• 서비스, 개인적 우대 또는 집수리 
• 정치 기부 또는 자선 기부 
• Cisco와 관련된 기업의 직접주("친구 및 가족 지분") 매입 기회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legal/ethics/cobc.html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633&ver=approved
http://wwwin.cisco.com/legal/sales/publicSector/engagementguidelines.shtml
http://wwwin.cisco.com/legal/sales/publicSector/us_gift_rules/index.shtml
http://wwwin-eng.cisco.com/Corporate/Finance/Policy/Travel_Operations_Policy/Global_Travel_Employee_Policy.docx
http://wwwin-eng.cisco.com/IT/Policies/Policy_Docs/Global_Policy_Donations.doc
http://wwwin-eng.cisco.com/IT/Policies/Policy_Docs/Global_Expense_Policy.doc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971267&ver=approved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971267&ver=approved
https://ibpm.cisco.com/fines/gte/login
http://wwwin-tool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wwwin-tools.cisco.com/ics/ethics/disc_mailer.do?objectId=2357
https://docs.cisco.com/share/proxy/alfresco/url?docnum=EDCS-1140590&ver=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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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뇌물 수수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상 이점을 누리거나 
Cisco 관련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체의 고가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수락(제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  
 
여기에는 면허 또는 규제 당국 승인 획득, 부정적 정부 조치 방지, 세금 
감소, 관세 면제, 또는 경쟁자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 
등과 관련한 뇌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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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 기업(아래에 정의됨) 및/또는 정부 대행기관(정부에서 
제어하는 법인체 및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체) 및/또는 
국영 법인체(아래에 정의됨) 

• 공공(준정부) 국제기구(예: UN, 세계은행, IMF, IOC, 
아프리카연합 등) 

정부 관료 • 국영 기관, 국유 기업 또는 국영 법인체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직급 무관)  

• 정치적 선거 입후보자,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또는 직원 
• 일체의 정부 또는 공공 국제기구를 위해 또는 대신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예: 정부의 공식 고문 또는 정부에 조달 
권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컨설턴트.) 

• 왕실 가족의 구성원 
국유 기업(SOE) 
국영 법인체(SCE) 

• Cisco는 이 정책의 목적상 SOE/SCE를 연방, 지방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25% 이상 소유하는 회사 또는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법인체가 정부 기관인지 또는 국유 기업이거나 국영 
법인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confirmstateowned@cisco.com 에 문의하십시오. 

 

8. 승인 

조직 이름 또는 사용자 ID 및 제목 
Legal Services Mark Chandler 

Global Compliance Enablement Bill Friedman  
 

mailto:confirmstateowne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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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록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
edcs/workflowHistory?nodeRef=workspace%3A%2F%2FSpacesStore%2Fccf0882c-3533-4eb2-9ab5-
5fe79317d31e  
 

9. 개정 이력 

아래 정보에는 이 정책의 개정 이력(Doc Central에서는 "Version History(버전 이력)"라고도 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정책 관리자는 정책의 이 섹션을 수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개정 이력을 찾으려면 아래의 EDCS/Doc 
Central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Version History(버전 이력)"를 선택하여 개정 이력을 표시합니다.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
details?nodeRef=workspace://SpacesStore/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예: Doc Central 
파일 정보 링크). 

 
개정 날짜 이름 또는 사용자 ID 및 제목 코멘트 

 09.15.19 Bill Friedman 정책 검토 및 업데이트 
 07.17.17 James Hackett(jhackett) 정책 검토 및 업데이트  
 06-12-16 Sri Daita(srdaita) 이 정책의 책임자 개정: James Hackett 
 12-15-15 Sri Daita(srdaita) 정의 및 관련 정책 참고 사항 업데이트 

 

10. 부록 

• FAQ(부록 A)  
• Cisco의 반부패 체크리스트와 FAQ(부록 B)  
• Cisco의 제 3자 실사 절차(부록 C)  
• 뇌물 수수의 경고 징후(부록 D)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workflowHistory?nodeRef=workspace%3A%2F%2FSpacesStore%2F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workflowHistory?nodeRef=workspace%3A%2F%2FSpacesStore%2F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workflowHistory?nodeRef=workspace%3A%2F%2FSpacesStore%2F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details?nodeRef=workspace://SpacesStore/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
https://docs.cisco.com/share/page/site/nextgen-edcs/document-details?nodeRef=workspace://SpacesStore/ccf0882c-3533-4eb2-9ab5-5fe79317d31e
http://wwwin.cisco.com/legal/gac/appendices.shtml#FAQ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http://wwwin.cisco.com/legal/gac/appendices.shtml#FAQ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https://apps.na.collabserv.com/communities/service/html/communitystart?communityUuid=ff2c97d0-ca77-4153-ae6a-e5f0710dcd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