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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그룹 - 공급업체 행동 강령 

1. 행동 강령 소개 
 
회사 행동 강령에 반영되었듯이 CSA 그룹은 최고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가 유사한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CSA 그룹 및 자회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 외에도 CSA 그룹 –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귀사에서 본 행동 강령이 준수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본 강령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당사의 웹사이트 www.csagroup.org 에 게시됩니다.   

 

2. 비전 및 핵심 가치 

비전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 창조 

 

핵심 가치 

모든 사업 의사 결정 및 행동이 당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직성과 상호 존중             책임의식            안전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학습 

 

3.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법률 준수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공급업체는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을 유지 관리하며, 이 행동 강령이 준수되도록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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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CSA 그룹은 공급업체가 모든 해당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인권을 수호하고 위엄과 

존경심으로 직원을 대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공급업체는 전 직원에 부여된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해당 법률 및 규정,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최소한의 노동 기준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기관 내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금지하거나 삼갑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임금 법률을 준수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원하는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성별, 성적 주체성, 나이, 피부색,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종교적 신념 등에 근거한 비차별 

문화를 조직 내에서 양성합니다.  

 

직업 건강 및 안전 

당사는 공급업체가 해당 건강 및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작업 관련 상해 및 질병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공급업체는 직장 건강과 안전을 주관하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직업 관련 질병과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 기준, 절차, 

긴급 사태 대책 및 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는 CSA 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동안 안전 및 보안 절차를 따르고 우려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알립니다.   

 

환경 
당사는 공급업체가 모든 해당 환경법 준수는 물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사업 운영에 통합하여 지역사회 환경 파손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공급업체는 환경 보호를 다루는 모든 법령을 준수합니다.  

 

윤리적 사업 행위 

당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는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희망 사항: 

 

 공급업체는 부패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사업 거래 시 자사 직원, 하도급자 및 

대리인이 보상을 확보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CSA 그룹 직원이나 제삼자에게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무역 제재 대상국에 위치하거나 무역 제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조직 및 공장과의 

사업 추진을 삼갑니다.  

 공급업체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사 직원에게 초대장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SA 그룹 직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초대장이나 선물은 금전적으로 적어야 하며(미화 100 불 이하) 통상적인 사업 

관행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급업체가 CSA 그룹 직원이나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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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오직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 결정을 내리고 이해 충돌 또는 이해 충돌로 보이는 상황을 

피합니다.  

 공급업체는 항상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하고 해당 반독점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제시된 원칙을 해당 하도급자 및 하위 공급업체에 알려주고 이러한 

협력업체를 선택할 때에도 이 원칙을 고려합니다.    

 공급 사슬이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4. 우려 사항 제기 

본 CSA 그룹 - 공급업체 행동 강령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CSA 그룹에 연락해야 합니다. CSA 

그룹이 자사의 행동 강령에 따라 처신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귀하나 귀사의 직원이 윤리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www.csagroup.org > About > Code of Conduct 를 통해 당사의 EthicsPoint 핫라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thicsPoint 는 직장에서의 사기, 남용 및 기타 비행을 신고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보고 도구입니다. EthicsPoint 

상담전화를 통한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EthicsPoint 상담 서비스는 일 년 365 일 24 시간 이용 가능하며, 아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csa.ethicspoint.com 

 

수신자 부담 전화:  

o 캐나다   1-855-212-7615 

o 캐나다(불어)  1-855-350-9393 

o 중국(북부) 10-800-120-1239 

o 중국(남부) 10-800-712-1239 

o 인도   000-800-001-6112/000-800-001-1071 

o 일본  0066-33-112505/00531-121520 

o 한국  00308-110-480/00798-1-1009-8084 

o 멕시코  001-800-840-7907/001-866-737-6850  

o 싱가포르 800-1204201 

o 대만  00801-13-7956 

o 영국   0800-032-8483 

o 미국  1-855-212-7615  

 

 

http://www.csagroup.org/
http://www.csa.ethicspo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