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행동 강령

Allegion plc 및 그 자회사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와 관행과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및 복리 후생 - 해당하는 모든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리 후생 혜택을 제공해야

-

옳은 일을 합니다.

-

명백히 보이는 것 외에도 호기심을 갖습니다.

-

탁월함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Allegion은

에이전트,

대리점,

합니다.

유통업체,

강제 노역 - 신체적 강압 - 강제적이거나 구속적인 노동, 채무 상환을
위한 담보 노동, 노예 노동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청업체,

공급업체,

납품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중개인, 공동 투자 파트너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사의 자유 -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조직을 구성하고,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복 금지 - 직원들이 공급업체 경영진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Allegion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본 Allegion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 강령은 비즈니스 수행과 관련한 기대치와

Allegion 직원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복 금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며, 이 사항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아동 노동 - 현지 노동법에 따른 취업 최저 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Allegion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정직, 진실성, 공정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Allegion 각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강령 및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기를
기대합니다. Allegion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공급업체 및
제3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강령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사 및 하청업체, 궁극적으로 Allegion에
판매되거나 Allegion에서 사용하게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련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Allegion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강령이 현지 법률과 다른 경우, 본 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현지 법률에서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본 강령 및 관련법 준수는 최소한의 행동
기준입니다.

본 강령에 따라 해야 준수해야 할 사항
아래에서는 Allegion과 거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공급, 대리, 유통 계약과 구매 주문 등에 따라
계약 관계를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물론 그 밖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 Allegion이 기대하는 바를 강조합니다. Allegion은 이
책임 목록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강령 및/또는 이의 실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Allegion 비즈니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 및 인권

법적 요구 사항 -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
지역,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에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만 15세 미만, 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에 따라
개발도상국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

선물 및 접대 제한 -

Allegion 임원, 이사,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에 대한 규정
선물은 식사나 향응을 포함한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로 간주할 수 있는 예: 와인, 제품, 공연 또는 스포츠
행사 티켓, 숙박, 서비스, 장비, 경품, 경품, 교통비 또는
여행 경비 상환, 차량 또는 휴가용 숙소 사용, 주택 개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나 할인 혜택.
Allegion 직원이 영리 기업(정부 기관/국영 기업이 아닌
경우) 직원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제공하거나 받은 모든
선물의 가치는 미화 50 달러 이하여야 하며, 널리 알려진
현지의 선물 제공 행사 또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이벤트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관습적인 비즈니스 선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Allegion 직원은 동일한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12 개월 동안
선물을 두 번 이상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미화
50 달러가 넘는 선물을 주거나 받고자 할 때는 Allegion 의

지역 법률 자문(Regional General Counsel) 이나

인권 -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로부터 선물 제공/수령에 대한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폭력 등 가혹 행위나 비인간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종교, 민족, 국적, 성지향성 및/또는
정치적 신념 또는 현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분류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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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률에 따라 때때로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선물
자체가 아예 금지될 수도 있으므로 선물의 제공 및 수령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지된 선물 및 향응
Allegion 직원은 다음과 같은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에서 기술한 허용되는 선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제안, 요청 또는 수령된
모든 것,
•
비즈니스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에
기반해 제공하거나 요청하거나 수락한 모든
것
•
불법적인 항목 및 활동,
•
기프트 카드, 상품권, 신용 카드 요금 대납,
대출, 주식, 은행 수표, 여행자 수표, 우편환,
증권, 투자 또는 유통증권을 포함한 현금
등가물 및 현금,
•
경쟁 입찰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선물이나
향응,
•
성인 오락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향응이나 선물,
•
불쾌감을 주거나,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거나,
다양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당사의 신념을
위반하는 모든 향응이나 선물,
•
선물, 향응 또는 특혜를 주고받는 사람이
고용주의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그 어떤
활동이라도 참여하는 행위.

보건, 안전 및 환경

환경 - 효과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갖추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해당 국가의 모든 관련
환경 규칙, 규정 및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요구 사항, 사업장
및 시설별 안전 요구 사항,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
운영 및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비즈니스 파트너가 Allegion plc와 그 계열사, 자회사를 포함한
Allegion plc 그룹(이하 "Allegion")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해당
파트너가 Allegion의 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고객, 최종 사용자(이하
'Allegion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이를 저장,
전송 또는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Allegion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의 동의 사항: 이러한 모든
Allegion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반독점 및 공정경쟁 관련법 -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경쟁을 줄이는 계약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모든 반독점 및
공정경쟁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격 담합, 입찰 담합(입찰가
공모) 및 시장/고객 배분 등은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

-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및 조직 단위의 조치를 구현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llegion

부패 방지 및 뇌물수수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기타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약관' 문서에 설명된 공급업체, 처리업체 및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가에서의 부패 방지법에 따라, 해외 공직자나
국영 기업 직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선물과 접대도 포함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의 정의에는 뇌물, 리베이트, 선물, 향응, 심지어 외국 공직자가
선호하는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수령 처리업체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사는 Allegion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또는 일반적인 서면 승인

-

없이 다른 정보 처리자('하청 정보 처리자')와 관여할 수 없으며,
Allegion 측에 다음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Allegion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귀사의 하청 정보 처리자와

-

관련하여, 귀사는 해당하는 모든 하청 정보 처리자가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하청 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귀사의 Allegion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Allegion 개인

비밀 유지 - 가격, 마케팅, 영업 프로그램, 수당, 그리고 모든 Allegion
기술 및 제품 사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계약 및
Allegion 고객 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중시하며 고객 소유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즈니스 기록 - 모든 부기와 기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데이터의 주체, 위치, 기간, 성격, 목적, 유형 및 정보 주체의
범주는 Allegion이 귀사에 제공한 서면 지침, 'Allegion 데이터
처리 및 전송(Allegion Data Processing and Transfer)' 문서
및/또는 귀사가 Allegion과 동의한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글로벌 무역 규정 준수- 수출입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등의 납부를
부적절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회피하거나 속이려 하지 않으며, 국제
운송 및 무역의 법적 요건을 회피하려는 활동에
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금지하는 단체나 기타 개인과 비즈니스에
비즈니스를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미국

결코 연루되어서는 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러한
및 당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 밖의 국가에서 무역 제재나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한 국가에
위치한 법인이나 개인과는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있습니다.
귀사는 개인 데이터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비밀 유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는 GDPR 제32조 및 국가별 정보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llegion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대한 이용 약관' 문서에 설명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사가 Allegion 개인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지역 외부에서

-

처리하는 경우, 귀사는 EU 및 스위스 표준 계약 조항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처리자/데이터 처리자에 적용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Allegion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대한 이용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 상충 -

비즈니스 파트너는 Allegion을 위한 최선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Allegion 직원과의 상호 작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Allegion 직원의 가족이거나 해당 직원과 다른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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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Allegion 개인 데이터(Allegion Personal Data)를 오직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Allegion 지침에 의거해 처리해야
합니다.
귀사는 GDPR 및 모든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요구 사항을

-

귀사가 Allegion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해당 데이터가 독일

-

-

거주자 또는 독일 시민과 관련되거나 데이터 처리가 독일에서

Allegion에는 윤리적 및 규정 준수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이뤄질 경우, 귀사는 데이터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동반 계약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Allegion과의 사안과 관련해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Allegion

안내가 필요하거나, 우려 사항을 신고하려는 타사 담당자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대한 이용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귀사는 가능한 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Allegion이 데이터 주제에 대한

ethicsandcompliance@allegi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귀사는 데이터 처리의 성격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인터넷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Allegion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llegion 개인

제출하세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지연 없이 Allegion에 통지하는 데 동의하는

일반 우편

것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후, Allegion의 임의 결정에
따라

-

귀사는

모든

Allegion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www.allegion.com/helpline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11819 N. Pennsylvania Street, Attention: Chief Compliance
Officer, Carmel, Indiana 46032 USA

전화

Allegion에 반환하고, 관련 당국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윤리 또는 규정 준수 우려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 상담

Allegion 개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
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센터(Ethics HelpLine)에 신고하려면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전화나

귀사는 귀사가 Allegion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Allegion에 제공해야 하며,
Allegion 또는 Allegion이 위임된 다른 감사인이 수행하는
점검을
포함하여
감사를
허용하고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Allegion의 지침이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귀사는 이 사실을 즉시 Allegion에 알려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강령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Allegion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기술 및 지식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적합한
비즈니스 지속성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는
공급업체, 하청업체 및 유통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국가가 아니라 전화를
거는 국가에 해당하는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untry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na
Denmark
France
Germany
Hong Kong

Helpline number
1.800.763.983
800.281119
0800.260.39
1.800.235.6302 and 800
461 9330
400-120-3062
8082.0058
805.080339
0800.181.2396
800.906.069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Allegion의 약속

India

000 800 100 4175, (+91)3371279005 and
000 800 100 3428

Allegion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는 정직과 공정함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Allegion은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따릅니다.
- Allegion은 단가를 낮추거나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에게 금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Allegion은 비밀로 확인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격, 기술 또는 기타
정보를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Allegion은 비즈니스 파트너나 이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3자에게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Allegion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llegion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할 권리를
보유하며, 평가 중 확인된 비준수 사안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정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요청 시 비즈니스 파트너는
Allegion의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llegion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비준수 사안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정정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Allegion은 최후의
수단으로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려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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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Italy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Panama
Poland
Qatar
Russian Federation
Singapore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ncludes US Virgin Islands,
Puerto Rico, and Guam)

1800-904-177
800.727.406
080 880 0476
800-27-311
800.681.6945 and 001 866
376 0139
0.800.022.0441
800.002341
(800)-2066 and 001 800
204 9188
00.800.141.0213 and 00
800 111 3819
00800.100.801
8 800 100 9615
800.852.3912
900.905460
020.889.823
0800.838.835
1.800.012.657
8000.3570.3169
0-(808)-189-1053
800 461 9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