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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약속

직원 여러분께,
파이퍼베큠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60개 이상 국가에서 우리 파이퍼베큠 전문가
들이 현장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품질, 신뢰도, 고급 기술 솔루션, 이런 것들이 파이퍼베큠의 이름
을 대표합니다. 수 년 동안 우리 회사는 이 분야의 최고 기업에 속했고,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계속 중요
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업은 매우 유망하지만, 직원, 고객, 사업 파트너 및 주주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윤리 및 진
실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법률과 규정의 준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에서 모
범을 보이며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행동은 우리가 파이퍼베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진실성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
치 중 하나입니다. 진실성은 우리가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진실성은 우리의 운영 우수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진공 산업에서 세계 선두 공급
업체 중 하나로써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공이 법률의 준수 및 우리의 내적 기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굳건
한 신념입니다. 파이퍼베큠 그룹의 성공과 명성은 우리의 행동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업
을 통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직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체 그룹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회사에 커다란 손해를 끼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업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의 행동 강령을 사용할 것을 여러분
에게 호소합니다. 경영진은 기본적으로 이 행동 강령과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행동 강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률과 규정의 위반과 명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것은 또한 징계 조치나 해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행동 강령에 익숙해지거
나 매일의 습관으로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행동 강령의 의미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 방법에 대해 문의나 우려가 있다면, 직속 상사, 현지 인
사 팀 또는 준법 감시 팀에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신과 전체 파이퍼베큠 그룹의 경영진은 회사의 명성을 함께 책임집니다. 함께 협력하여 
이 행동 강령을 실천하고, 수 년 동안 구축해온 강력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더 큰 성공을 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Dr. Eric Taberlet
CEO

Nathalie Benedikt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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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I.I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매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의 전체 강령의 근원
이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치는 우리의 사업상 행위와 타 회사들과의 관계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위에서 우리가 수 년 동안 성공을 구축하고 모든 주주들의 신뢰를 얻은 토대입니다. 

진실성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핵
심입니다.

존중
우리는 모든 수준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개방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소
통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재능 있는 종업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 직원 및 사업 파트너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존중합니다. 우리
는 우리의 사업 발전과 윤리적 행동 모두에서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의 보호
우리는 모든 수준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개방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소
통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재능 있는 종업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 직원 및 사업 파트너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존중합니다. 우리
는 우리의 사업 발전과 윤리적 행동 모두에서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고객 집중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UN 세계인권선언과 세계노동기구 선언의 원칙들을 우리의 원칙으로 통합
했습니다.우리는 동등한 기회를 향상시키며, 모든 개인을 , 색깔, 국적, 민족, 종교, 성, 성적 성향, 시
민 지위, 연령, 장애 또는 가족 부양에 관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편견 없이 대합니다.

고객, 공급업체 및 경쟁사에 대한 공정성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객, 공급업체 및 정부 기관을 투명한 방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뇌물을 금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의 약속, 제안 또는 
제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업 파트너에 대한 비윤리적 비전문적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과 진실성의 원칙을 토대로 경쟁사에 우리의 행동으로 영감을 주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경쟁을 금지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회사 브랜드의 불법적 사용, 즉 경쟁사를 불
신하게 만들거나 불법적 기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사용을 금지합니
다. 파이퍼 베큠은 독점 금지법의 준수를 필수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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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강령과 법률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당신은 항상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은 대체로 법률의 요구보다 더 
엄격할 것이고, 그럴 경우 당신은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규칙 및 법률의 준수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의 준수는 파이퍼베큠 그룹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직원은 그 안에서 행동하
고 있는 법적 시스템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제재와 상관 없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고용 의무 위반으
로 인해 징계 결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계속 작업함으로써 환경과 모든 주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지구와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우리 환경의 관리인으로써 행동합니다. 항상 우리는 국제적
으로 인정된 환경 기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제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I.II 우리의 사업 지도 원칙: 진실성

이 행동 강령은 사업을 윤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파이퍼베큠의 약속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완전무결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 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업 결정은 가장 높은 윤리적 원칙들, 규칙의 일관된 프레임워크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정하
다고 용인되고 지각되는 모든 가치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준수와 진실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완전무결하게 행동하는 것 역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에 의존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의 위반은 조사되고 제재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강령은 우리의 사업 활동이 항상 최고의 윤리적, 법적, 전문적 기준과 일치하도록 도와줍
니다.

우리의 행동 강령은 우리의 모든 주주들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I.III 우리의 행동 강령 

우리의 행동 강령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의 핵심 가치와 그 가치를 지원하도록 기대되는 행동을 이해
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의 윤리적 행동과 명성 보호와 우리 사업의 장기
적 성공에 필수적인 지역 법률과 규정의 준수와 함께 전 세계 직원들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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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원과 사업 파트너들과 주주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고 자신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역 법률은 이 행동 강령보다 더 엄격할 때 항상 우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행동 강령, 규칙 또는 규정의 의미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당신의 지역 인
사 팀 또는 준법 감시 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파이퍼베큠 직원은 우리의 행동 강령을 읽고 이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부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내어 모든 문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행동 강령은 다음의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roup.pfeiffer-vacuum.com/code-of-conduct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
파이퍼베큠 그룹은 항상 다양한 사람들, 조직들 및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대리인들과 접촉합니다. 우
리의 회사 이미지는 직원들이 사업 세계에서 하는 행동에 의존합니다. 

개인적 진실성과 건전한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십시오.

1.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 합법적인가?
2. 이것이 이 강령과 다른 그룹 정책의 서신과 정신에 부합합니까?
3. 이것이 올바르고, 개인적 이해 상충이 없습니까?
4.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 대중의 심리를 견딜 수 있을까? 신문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5.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파이퍼베큠의 명성을 보호할까?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행동이나 결정이 다음 행동 원칙과 부합하며 올바른 행동이 될 가능
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그 순간에 항상 가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위
한 최고의 결정입니다. 진실과 일치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좋은 기분을 느끼고, 따라서 
최고의 우리 자신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타인에 의해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
신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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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 회사의 진실성

II.I 평등과 상호 존중

우리는 공정한 대우와 공평한 작업 조건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고용 선택, 즉 강압적이거
나 노예 노동, 인신 매매 또는 미성년 노동에 대한 금지,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약정되거나 합의된 
보상의 준수, 결사의 자유 및작업 시 인도적 대우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현대의 노예제는 범죄이며 기
본적인 인권의 위반입니다.

우리는 (민족성), 색깔,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출생 또는 기타 
상태와 상관 없이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과 세계노동기
구 선언의 윈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과 문화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괴롭힘 또
는 폭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팀의 직속 상사는 다른 민족의 동료에게 점점 적대적이 되어 갑니다. 당신은 특히 다른 
팀 구성원이 당신의 매니저의 지도를 따르면서 팀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책임자에게 우려를 제기하십시오. 또는 인사 팀이나 준법 감시 팀에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괴롭힘은 신체에만 적용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일 수 있습니다. 말과 태도는 동
작은 신체적인 행동만큼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농담, 음란한 동작, 빈정대는 말투, 외설
적이거나 모욕적인 소리,  (민족성과 관련된) 발언은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고, 적대적
인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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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전문성 개발 및 보수

우리는 직원들이 우리의 비전에 헌신하고 열정적이 되도록 직원들에게 우리의 목표와 전략을 전달합
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개인적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몰두
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선택, 채용, 교육 및 내부 승진 정책은 기술, 경쟁력 및 장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에 기초합니
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직장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방법을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
합니다.

우리는 몸 담고 있는 노동 시장에 맞춰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II.III 건강, 안전 및 환경

우리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작업 활동과 관련된 작업장 
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모든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작업장 위험 예방 관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
는 적절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 관행, 행동 또는 조건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무도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
험에 빠뜨릴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직원이 우리의 건강,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
고,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증진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기업의 목적으로 여기며, 자원의 경제적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조 과정의 중
심 생산 요인으로 선언합니다. 

환경 보호와 그 자원의 보존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전 세계 환경 관리는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목적을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미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환경 친화적 디자인, 기
술 안전 및 건강 보호가 고정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 건물의 응급 처치 요원이 누군지 알아야 함
 ■ 자신의 안전과 주위에 있는 타인의 안전에 주의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인사 팀에 모든 사고, 위기 일발, 부상,  

나쁜 건강 또는 불안전 상태 보고
 ■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받기
 ■ 건물의 소화기 위치, 화재 대피구 및 긴급 대피 절차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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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온전한 환경 요구사항을 우리 제품의 개발, 디자인, 제조 과정, 포장 및 선적에 통합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우리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합
니다. 

II.IV 이해 상충

이해 상충은 직원이나 제삼자의 개인적 이해가 파이퍼베큠이나 우리 사업 파트너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해 상충 또는 충성 상충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매우 중요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가족 구성원 또는 중요한 관계를 가진 타인들이나 중요한 재정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우리의 지위나 관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개인적 이해와 사업 결정의 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작업과 개인적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즉시 직속 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파이퍼 베큠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인쇄하는 양의 재활용이나 절감 기회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화상 회의가 내부 회의
의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외부 회의 참석 시 자동차 셰어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고객은 당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딸이 직업을 구하고 있으며, 그녀는 당신이 
파이퍼 베큠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녀와 인터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
니까?
고객의 딸을 당신의 팀에 고용하면 분명한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속 상사에게 
조언이나 지침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기회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
지만, 완전히 투명한 과정으로 우리의 인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또는 미래에 이해 상
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잠재적인 고용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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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파이퍼베큠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성과나 고용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업은 금지됩니다.  
직원은 부업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직속 상사나 인사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추가 외부 고용이나 
외부 사업을 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직장에서의 시간 또는 다른 직무를 위한 파이퍼베큠의 모든 자산 사용 
b) 파이퍼베큠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사업을 위한 작업 요청이나 유리한 대우 획득 
c) 파이퍼베큠에서의 작업 수행 능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외부 고용 활동에 참여 
d) 파이퍼베큠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고용주에게 이익 제공

재정적 투자
경쟁 기업,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중요한 재정적 지분을 인수했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는 직원은  
고지 의무에 따라 인사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 상충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직원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중요한 재정적 지분 역시 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재정적 지분은 다음에 달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 비상장 기업 자본의 1% 이상 또는
 ■ 상장 기업의 1% 이상 지분

이해 상충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 이것이 나 또는 친구와 가족에게 불공정한 보상을 주는가 또는 주는 것처럼 보이는가?
 ■ 나는 법률이나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파이퍼베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가?
 ■ 이 사실이 소셜 미디어에 제기되면 나쁘게 보일까?
 ■ 이것이 나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까?

지속 가능성

II.V 주주에 대한 우리의 약속

기업 지배 구조
우리는 기업 지배 구조의 높은 기준과 최고의 관행에 다라, 무엇보다도 독일 기업 지배 강령에  
따라 기업을 경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group.pfeiffer-vacuum.com/code-of-conduct

우리는 주주를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데 기업의 경영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투자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차별 없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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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 준수
자본 시장 규정 특히 시장 남용 규정(MAR)의 준수는 최우선순위이며 항상 준수되어야 합니다. 위반
은 커다란 손해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성과 이익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써 우리는 규정에 따라 그리고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자본 시장 준수 및 보안 
관련 서비스를 신중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투명, 공정하고 평등한 고지 및 특별 광고와 관련된 
우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내부 정보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주식 거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내부 정보를 취
급하는 것은 우리의 명성에 중요합니다.
내부 정보는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그 누설로 인하여 영향 받는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미공개 정보(즉, 계획된 기업 인수, 두 회사 간의 합작 투자를 위한 전략적 합의, 재무 
결과, 신제품, 제품의 문제 또는 중요한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는 주주나 다른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의 특별 공지에 의
해 시장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고지는 즉각적인 고지가 회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상황
이나 기밀 유지가 보장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회사에 의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나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기밀 유지 위반은 회사에는 상당한 벌금을,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 직원이 CEO와 CFO 사이의 회의를 우연히 듣습니다. 회사가 자체 수익을 발표하기 
2주 전에, CFO가 CEO에게 자체 판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지난 분기에 손실을 
봤다고 보고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친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친구에게 주식을 즉시 매도하라고 경고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 거래는 사용된 정보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수익 발표 이후에 거래할 경우 그녀는 다른 거래자나 투자자에 비
해 직접적인 이점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 

기업이나 그 주식에 관한 “내부 정보”의 예:
 ■ 계획된 인수, 합병 또는 사업 분할 
 ■ 재정적 또는 판매 수치 
 ■ 운영 계획 
 ■ 진행 중이거나 위협적인 정부 조사 또는 소송 법률적 합의 
 ■ 경영진이나 다른 주요 직원의 변경 
 ■ 신제품 개발 
 ■ 정부 기관의 제품 승인 또는 거절  

회사에서 또는 우리 고객과 함께 일하는 중에 이런 유형의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정보를 회사 외부의 누군가와 또는 사업 관
련 “알 필요”가 없는 회사 내의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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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 파트너와의 진실성

III.I 공정한 경쟁

파이 베큠은 효율성, 혁신, 우수성을 지향하는 동인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많
은 나라에서 경쟁하며, 항상 해당 반독점 및 경쟁법에 따라 행동합니다.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사간의 합의는 심각한 법률 위반을 구성합니다. 그런 합의는 허황된 
것으로 커다란 벌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에는 가격 담합, 고객 또는 시장 분할, 생산량 또
는 생산 능력의 축소, 고객이나 공급업체의 보이콧과 관련된 경쟁사들의 합의가 포함됩니다.

직원은 또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또한 산업 스파이, 뇌
물, 도용 또는 전자 도청을 통한 경쟁 관련 정보의 획득과, 경쟁사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잘못
된 정보의 공개적인 전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진공 기업(직접적인 경쟁사)의 대표가 제게 전화해서 두 회사가 모두 공급하는 진공  
제품 시장의 “합리적 개선”에 관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합리적 개선” 회의는 EU 밖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당신은 즉시 준법 감시 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 카르텔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합리적 개선”과 같은 말에 속
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회의는 EU 또는 영향 받는 다른 관할권의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 회의에 참석하려 합니다. 저녁 때 어떤 직접적인 경쟁사의 대표가 요즘 파이퍼 
베큠의 사업이 어떠냐며 물으면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생산량과 같
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매우 상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상세한 정보 제공을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일반 시장의 발전이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적 표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개별 고객과 공급업체, 제품이나 시장에 
관한 가격, 비용, 생산 능력 또는 생산량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보 교환은 
경쟁사 간의 가격 올리기,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당신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후에 준법 
감시 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실성

공정한 경쟁

다음 주제와 관련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 원가
 ■ 생산량 및 생산 능력
 ■ 고객(약관 및 제안서 포함)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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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 뇌물 방지 및 반부패

우리는 서비스의 우수성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하게, 국제 반부패 기
준을 준수하며, 예를 들어 UN 글로벌 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및 해당 반부패 및 뇌
물 방지법의 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 파트너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뇌물을 금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결정(공식적,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 포
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을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직무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는 혜택이나 장점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럽 및 미국 외부의 어떤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 참석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이민국 관리가 50유로를 내고 빠르게 심사대를 통과하라고 친절하게 제안합니다. 비행 
지연으로 인해 이미 시간이 늦었으므로 당신은 이 제안을 수락할까 고려 중입니다. 그게 옳
은 걸까요?
늦게 도착할 위험이 있다 해도 이 정부 관리가 요구하는 편의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
다. 그런 행동은 특정한 법률(예: 2010 영국 뇌물법) 하에서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

 ■ 배경을 확인하면 결함 있는 배경이나 평판이 드러납니다. 
 ■ 거래에는 부정직한 지불로 알려진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www.transparency.org).
 ■ 정부 공무원이 제안한 대리인.
 ■ 대리인이 반부패 준수 요건을 반대합니다.
 ■ 대리인이 정부 공무원과 개인적 관계나 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 현금 지불, 다른 나라 통화로 지불 또는 계약이 수행되는 국가 밖의 금융 기관에  

지불과 같은 이상한 계약 조건이나 지불 합의.
 ■ 대리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
 ■ 커미션이 현재 이율을 초과하거나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 사업 추진에 편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암시적인 말.
 ■ 위조 송장이나 다른 유형의 허위 문서 요구.
 ■ 제삼국에서 또는 다른 당사자의 이름으로 지불.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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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선물과 접대

사업 파트너의 초대는 초대 시점과 범위가 적절할 경우, 초대 거부가 무례할 수 있는 경우, 초대가 우
리의 글로벌 여행 및 접대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공무원이 파이퍼베큠 직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직원은 어
떤 상황에서도 이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신의 상사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준법 감시 팀에 즉
시 알려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파이퍼 베큠 공급업체의 판매원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무실로 초콜릿과 몇 장의 달력
을 가져옵니다. 이 선물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가져도 될까요?
예. 이런 선물은 습관적인 관례이자 적절한 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받아도  
됩니다.
가격 협상 중에 파트너 중 한 명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축구 경기 입장권을 제공했습니다. 
이 입장권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파이퍼 베큠 직원은 사업 협상, 입찰 과정 또는 유사한 작업 중에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자기 회사의 설립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디너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초대를 수락해도 될까요? 
예. 당신이 파이퍼 베큠 대표로서 초대를 수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면 말입니다. 
파이퍼 베큠 사업 파트너가 장기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숙박과 여행 비용이 포함된 5성
급 리조트의 골프 위크엔드에 제 아내와 저를 초대했습니다. 수락해도 될까요?
아니요. 여행 비용이 관례를 훨씬 벗어납니다. 초대를 받아들이면 파트너와의 미래 관계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선물과 접대

선물을 받거나 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 선물이나 접대 비용이 내부 정책에 부합하는가? 
 ■ 사업 파트너의 정책이 선물이나 접대의 제공을 허용하는가? 
 ■ 현금, 기프트 카드, 상품권 또는 기타 현금 등가물을 주고/받는 게 허용되는가? 
 ■ 선물의 목적이 특별하거나 유리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인가?
 ■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이 당신의 나라에서 합법적인가?
 ■ 수령자가 공무원인가?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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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fen Herrmann
Pfeiffer Vacuu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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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 돈 세탁

돈 세탁은 불법적으로 생성된 돈(예: 테러, 마약 밀매, 부패 및 기타 형사 범죄로 발생)이나 불법적으
로 획득한 자산이 합법적인 금융 및 경제적 순환으로 도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돈 세탁과 싸우며, 돈 세탁 문제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해당 
국내 및 국제 제제, 금수 조치 규정 및 기타 대외 무역법을 준수합니다. 

III.V 국제 사업 및 수출 규제

파이퍼 베큠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는 국제 활동 범위 내에서 수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내 및 국제법과 금수 조치가 상품, 기술 및 서비스의 수입, 수출 또는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와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제한과 금지는 상품의 성격, 원산지 국가, 해당 
상품이 사용될 예정인 국가 또는 사업 파트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밀수와 싸우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수입 및 수출 사업의 범위 내
에서, 파이퍼 베큠 그룹 내의 모든 법인과 그 직원들은 해당 수출 및 관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여러 계정에서 주문을 결제하고 여러 결제 유형(예: 현금과 수표)의 조합을 사용하
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돈 세탁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즉시 준법 감시 팀에 문
의해야 합니다. 준법 감시 팀으로부터 진행 방법을 조언 받은 후 상대방으로부터 지불 받
는 것을 포함하여 거래 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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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회사 자산의 보호

IV.I 회사 자산, 제품 안전 및 노하우의 보호

회사 자산의 보호
우리의 자산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우리의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관
심사입니다. 자산은 금융적, 물리적 또는 무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적절하고 올바른 목적
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각 직원은 모든 작업 장비를, 특히 특수 기계 및 공구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신중하
게, 의도된 목적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작업장과, 직원이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항상 질서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
우리의 성공은 우리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와 성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품 안전은 개발 단계부터 시
작되며, 조달 및 생산 과정에서 계속되고, 고객의 위치에 제품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하는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개발, 생산, 승인 및 판매와 관련된 다수의 법적 조항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
됩니다. 파이퍼베큠 제품이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노하우
파이퍼베큠은 귀중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사업 및 거래 비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사업 성공의 기초입니다. 전자적 형태든 종이 형태든 이 정보의 기밀 유지, 가용도 및 진실성을 보장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노하우뿐만 아니라 거래 및 사업 비밀의 올바르지 않은 전파, 변경, 파괴 또는 공개는 회사에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직원의 노동, 민사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차를 타고 파이퍼 베큠으로 통근하는 동안 때때로 이동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미공개 회사 정보를 택시, 기차, 비행기,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 장소에서나 회의 및  
무역 박람회에서 누설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는 주변에 신경을 쓰십시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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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은 미승인 제3자의 액세스에 대한, 데이터 도용, 노하우 유출 또는 암호,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
램 및 액세스 개념과 같은 다양한 IT 보안 측정을 통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경쟁사 및 사업 파트너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직원은 제삼자 거래 및 사업을 비밀
로 유지해야 하고, 해당 제삼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승인 없이 공공 토론(예: 강연, 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하거나 파이퍼베큠 직원으로서 회
사 관련 정보를 게시(예: 인터넷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비밀의 유출은 회사와 직원의 미래 성공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V.II 적절한 문서화와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 직원 및 명성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재정 및 회계 기록을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우리는 내부 감사 및 조사 부서 및 기타 내부 관리 부서의 작업과, 외부 감사인 및 경쟁 기관의 작업에 
협력하며, 그 작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파이퍼 베큠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투자자, 직원,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및 모든 공무원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부에서 생산
되거나 외부에서 배포된 모든 기록과 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

사업 기록을 준비할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사업 기록의 일부 예에 포함되는 사항 
 ■ 경비 보고서 
 ■ 송장 
 ■ 시간 기록 
 ■ 재정 보고서 
 ■ 직원 파일 및 검토서 
 ■ 사업 계획 
 ■ 계약서 
 ■ 고객 목록 
 ■ 마케팅 정보

사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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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ence Meng
Pfeiffer Vacuu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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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II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
특별한 법적 규정이 개인 데이터 보호에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고객, 직원, 공급업체 및 주주의 주
소, 생년월일, 은행 세부 정보, 종교, 건강 데이터 등 개인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실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미승인 처리, 미승인 수정, 배포 또는 삭제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에 커다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회사에 위임된 개인 데이터를 불법 처리 및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정보 보안
회사의 명성은 직원의 조치와 진실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직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파이퍼 베큠 IT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복사, 또는 IT 부서의 승
인 없이 회사 소유 하드웨어에 사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와 인터넷 액세스가 주로 사업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파이퍼 베큠 계정
으로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주고 받을 때 하드 카피 통신에서 사용할 때처럼 관리 및 관행적인 취급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이퍼 베큠의 IT 시스템, 인터넷 액세스, 이메일 계정 또는 다른 모든 정보 
및 통신 매체를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주의, 선전이나 포르노 
성격 또는 폭력 미화 내용의 정보를 검색, 다운로드 또는 전달하는 것은 특히 남용적인 것으로 간주되
며,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동료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도적인 사용이라
고 의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를 직속 상사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에게 데이터 복사  
이유를 묻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USB에 MS 워드 설치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
치할 계획입니다. 당신은 원본 파일이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에 파이퍼 베큠이 해를 당
하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파이퍼 베큠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는 보통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합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런 라이선스 계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파이퍼 베큠은 해당 직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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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 홍보 활동

우리의 고객, 주주 또는 심지어 미디어와 같은 외부 주주와의 모든 홍보활동은 명확하고 믿을 수 있어
야 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을 사용할 때 신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일단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외적 활동은 본사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부 의사소통은 외부 세계로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실제 청중이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 시장에 대해 기사를 작성 중인 한 언론인이 당신에게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사
람은 업계 전문가인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사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에 문의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대응이 우리의 가치 및 방
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과 협력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최고의 적임자를 찾
을 것입니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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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l Kühn
Pfeiffer Vacuu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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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의 사회적 책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극적인 기업 시민이라 간주하고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공동체에 기여하려고 노
력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및 아동 지원 기관의 업무와 같은 지역 목표, 교육 목적, 과학 및 스포츠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해당 법률과 지역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기부금을 정당, 정치 후보자, 정치 사무소의 관리자, 공공 기관의 대표
자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단연코 금지합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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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건과 범위

행동 강령의 실천
특별 임명된 준법 감시인은 이 행동 강령의 실천과 준수를 책임집니다.

파이퍼 베큠 및 전 세계 계열사의 경영진은 행동 강령의 광범위한 전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여기
에 포함된 규칙이 영구히 실천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행동 강령은 우리의 가치, 문화 및 우리의 작업 방법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런 문서들이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
다. 그럴 경우, 우리는 직원들이 해당라인 책임자와 또는 해당 인사 팀 또는 준법 감시 팀과 논의하기
를 기대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과 수석 경영자들은 이 행동 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매니저들
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용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
야 합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 행동 강령을 검토하고, 이사회는 적절한 수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분위기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및 감독관은 이 행동 강령의 준수를 위한 역할 모델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윤리적 행동이 역할 모델 되기
 ■ 당신의 팀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도록 격려하기
 ■ 윤리 및 준수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기
 ■ 우리의 가치, 행동 강령 및 정책과 법률의 준수 증진하기
 ■ 윤리 및 준수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 의사소통 경로 개방하기
 ■ 직원의 관심사 경청 및 공정하게 대응하기
 ■ 윤리 문제에 대해 만족스럽고 완전한 해결책 찾기
 ■ 추가 지원 필요 시 관심 기울이기

이사회, 경영진 및 감독관의 모든 잠재적 불법 행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다른 직원들에게 
사용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무관용
이 행동 강령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특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 불안전하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작업 관행
 ■ 폭력과 공격
 ■ 차별, 따돌림 및 괴롭히기
 ■ 뇌물 및 부패
 ■ 목소리를 높여 올바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복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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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Katia Witting-Alvites
Pfeiffer Vacuu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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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파이퍼 베큠에는 보고된 모든 문제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준법 감시인이 있습니다. 준
법 감시인은 직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 행동 강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준법 감
시인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이 행동 강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권장합니다. 우리는 준법 감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로
도 고통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파이퍼 베큠 그룹의 준법 감시인: Mrs. Katia Witting-Alvites
(이메일: katia.witting-alvites@pfeiffer-vacuum.de, 전화: +49 6441 802 1130)

VII. 문의 및 지원

위반 보고
이 행동 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
적은 진지하게 처리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어떤 징계 
조치나 제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 강령이 침해되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상사 및/또는 준법 감시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행동 강
령 위반 보고서 역시 아래에 제시된 우리의 보고 라인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인의 신원이 알려져도 비밀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곧바로 시작되며, 적절
한 대응 조치가 취해집니다.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불만 처리에 대한 정보가 불만 제기인에게 제공됩
니다.

개방적인 작업 환경과 당신의 보고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가능한 위반을 보고할 때 신
원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고발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세요!

자신이 차별 당했거나, 괴롭힘 당했거나 직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면 용기를 내어 다음으로 불만을 제출하십시오.

 ■ 자신의 직속 상사
 ■ 자신의 매니저
 ■ 자신의 스킵레벨 매니저
 ■ 인사 팀
 ■ 준법 감시 팀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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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
파이퍼베큠은 법률, 규정 및 내부 행동 기준의 모든 위반을 허용하지 관용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는 직원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징계 조치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감독으로 인하여 직원의 위반 사항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감독자를 포함한 파이퍼베큠  
경영진도 징계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처벌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항상 보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동의 결과로 보복이나 괴롭힘
을 경험할 경우, 우리는 내부 정책에 따라 괴롭힌 자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 금지 정책
파이퍼베큠은 선의로 우려를 보고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선
의로 우려를 공유한 데 대해 일자리나 혜택을 잃거나, 강등되거나, 정직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차
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복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통지가 포함되거
나 포함되지 않는 파면을 포함하여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www.pfeiffer-vacu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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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looking for a 
perfect vacuum solution?
Please contact us:

Pfeiffer Vacuum GmbH
Headquarters · Germany
T +49 6441 802-0

VACUUM SOLUTIONS FROM A SINGLE SOURCE 
Pfeiffer Vacuum stands for innovative and custom vacuum solutions worldwide,  
technological perfection, competent advice and reliable service.

 
COMPLETE RANGE OF PRODUCTS 
From a single component to complex systems:
We are the only supplier of vacuum technology that provides a complete product portfolio. 

COMPET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nefit from our know-how and our portfolio of training opportunities!  
We support you with your plant layout and provide first-class on-site service worldw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