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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에 정한 
바와 같이, CEVA는 모든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SCM  공급업체인 회사, CEVA
는 자유 무역에 의해 사업을 영위한다. 
회사가 사업을 하는 많은 국가 및 관할 
지역에는 소비자와 경쟁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활발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독점 금지법 또는 경쟁법이 
있다. 경쟁 당국은 경쟁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에 매우 큰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어떤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고 관련 
직원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며 
모든 해당 독점 금지 및 경쟁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제품의 
장점과 공개 경쟁에 기반한 우수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할 것이다. “규정 준수의 외형도 중요”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회사의 독점 
금지 및 경쟁법 정책 및 절차 또는 
독점 금지법 또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외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본 정책 및 CEVA의 반독점 교육을 
통해 이와 관련한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CEVA
의 직원 또는 CEVA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사람들에 
적용된다.

목적과 적용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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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와의 행동
독점금지법 및 경쟁법은 
협정과 경쟁 사이에서 행동의 
특정 종류를 금지한다. 
정책의 이 섹션에서는 경쟁 
업체와 거래 할 때 기억해야 
할 주요 규정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경쟁업체와의 담합(가격 담합, 시장 
분할, 고객 분할)

CEVA가 독립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설정이다. 즉 
경쟁 업체 와의 불법 활동의 
전형적인 예는 가격을 “수정”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 인 계약을 
맺는 것으로 다시 말해, 경쟁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에 담합 가격에 
합의하는 것이다. 가격 담합은 
경쟁을 제거하고 소비자를 
해친다. 경쟁법은 가격 담합 

행위로 할인, 신용 
조건, 가격 변화의 
발표 시기와 같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의 
조건이나 가격의 

수식이나 저울의 사용 및 
기타 유사한 항목에 대해 
경쟁 업체들 사이의 담합을 
금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석, 고객의 입력, 공개 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모든 가격과 추가 요금을 
설정한다. 우리는 가격, 
입찰, 이익, 고객이나 지역, 
또는 다른 용어와 경쟁 

업체와 판매 조건의 할당 
등에 대해 경쟁업체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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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와의 행동
We will not exchange 
information on sensitive 
subjects such as
fees, commissions, charges, 
surcharges, bids, or terms 
and conditions, etc., or 
agree with 경쟁업체 to 
limit capacity or divide up 
markets or lines of business.  
We will not agree on or 
even discuss with 경쟁업체 
whether to charge, pass 
through, or mark-up any 
surcharges, taxes, or other 
costs, including those 
mandated by government 
regulation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t may be 
permissible to discuss 
with 경쟁업체 how to 

comply with the technical 
requirements imposed by 
government regulations 
– but only if approved by 
the Legal Department in 
advance.)  And we should 
all follow the Company’s 
processes on setting prices 
and surcharges set out in 
the CEVA Business Rules.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PINCS.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PINCS.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Pages/CB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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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항공사나 선사 등 캐리어와의 운영 프로세스의 구현, 새로운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과 조정이 필요한 새로운 규정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추가 요금을 설정할 지 여부를 정하고 만약 추가 요금을 정한다면 이전 가격 또는 “X”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경쟁 업체 중 일부는 그들이 각각 해야 할 계획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메일 교환을 시작한다. 이러한 
행위가 규정 위반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답변 q
경쟁업체들에게 가격 정보를 공유하면 독점 금지 및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CEVA는 고유의 비용 책정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관련 비용과 추가 요금에 대해 추가 비용 부과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적절한 조치는 해당 
이메일에 회신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하고 새로운 추가 요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CEVA 비즈니스 규정 
(7.2)을 따르는 것이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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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의 경우, 전략을 
결정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한 해 그렇게 
할 수 있다. CEVA 정책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정보, 
입찰, 또는 가격 목록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를 받거나 
보낼 수 없다. 

 (A) 공개 된 자료, 그리고 (B) 특정 

상황에서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이외에 경쟁 업체와 논의 또는 기타 

통신에서 경쟁 업체의 가격, 추가 

요금과 “시장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산업 연구, 

무역 저널, 시장 출판물, 경쟁사 

광고 등은 사용할 수 있다. (CEVA는 

법률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은 가격 인하를 통한 

고객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객에게 정 제공을 

요청하거나 고객을 통해 경쟁 업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 수집  
경쟁적 지식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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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적절한 결정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여러분이 참고하는 

정보의 날짜와 출처를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주의 한 문구 (

잘못 작성된 이메일, 모호한 

언어, 과장)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우연한 계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에 있어 경쟁 정보를 

수신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처리에 대한 

지침을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경쟁 

업체가 회사의 고객 또는 

공급 업체인 경우에 그 

특정 관계에 관련된 가격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 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정보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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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여러분의 동료 중 하나는 이전에 우리의 경쟁업체의 직원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여러분은 경쟁업체의 문서가 포함 된 이메일을 
받았다. 여러분의 동료는 이메일에서 그가 경쟁업체를 떠날 때 경쟁업체에서 해당 문서를 가져왔고 그 문서가 현재 작업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q
아니오, 해당 정보는 우리 회사에 가져 올 수 없다. 여러분은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회사의 결정이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시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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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독점금지법에서는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을 금지한다. 입찰 담합은 
경쟁업체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객의 인지 및 승인 없이 고객에게 
입찰을 제출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작된 가격은 
부당하게 높은 것이므로 입찰 담합은 
반경쟁적이다.

입찰 담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억제입찰  및 보완 
입찰이다. 보완 입찰은 사전에 약속된  
“경쟁업체”가 낙찰될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입찰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구매자가 거부할 조건 또는 

가격으로 입찰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의 입찰 담합은 경쟁 업체들간에 
입찰의 다른 측면에서 경쟁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제출 가격을 특정 
최소값 이상으로 정해서 제출하는 
담합이다.

CEVA는 입찰 담합의 모든 형태를 금지한다. 
경쟁업체간에 입찰 담합을 하는 경우 이는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로 경쟁을 저해한다. 
경쟁 업체와의 공동 또는 통합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입찰가를 제출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인식과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해당 정보의 교환 또는 사용을 
전적으로 해당 사항에 관련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해야 한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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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우리의 글로벌 고객 중 하나가 CEVA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입찰은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경쟁 업체와 고객이 입찰 조건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입찰 불응을 논의하거나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최소 요건에 대해 경쟁업체와 합의할 수 있는가?

답변 q
아니오. CEVA는 입찰참여의 장점 또는 혜택에 대한 자체적인 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경쟁 업체와 합의는 입찰 담합으로 간주 될 것이며, 입찰에 대한 논의는 이 정책과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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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은 
제 3 자와의 거래 또는 공급 
거절과 사업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경쟁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해, 계획, 
또는 합의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들은 고객과의 
거래 중단, 공급 업체와의 
계약 해지 결정, 제3업체와의 
신용 조건을 변경 또는 기타 
제3업체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경쟁 업체와 담합할 
수 없다. 경쟁업체들은 다른 
업체와의 공동이 아닌 자기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모든 이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자와의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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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질문과 답변
 
질문 q 
경쟁업체의 직원인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객(우리 회사와 경쟁업체에 공통하는 고객)에 대한 불평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 고객은 불리한 결제 조건, 책임의 지나친 제한 등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 고객과 해당 조건에 대해 경쟁업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고객과의 거래 조건이 더 
실용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 잠시 동안 고객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가?

답변 q
아니오. CEVA는 계약의 일부 조항 및 조건에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 같은 규칙은 공급업체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논의 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쟁업체와 고객과의 
거래 가격이나 조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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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경쟁업체간에는 합법적이고 선의의 목적을 

가진 특정 합작투자 및 하도급에 대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합작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경쟁 친화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합작 투자는 경쟁업체간의 

협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독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무부서와 상의해야 한다. 

합작 투자/ 경쟁업체에 
대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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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질문과 답변
 
질문 q 
CEVA는 글로벌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국가에서 제품을 고객의 창고에 최종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트럭이 없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지역 운송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하고, 해당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복수의 운송 업체에서 서비스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가?

답변 q
비록 지역의 작은 회사라도, 해당 운송 회사는 우리의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해당 국가에서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합법적인 사업 목적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 가격조건이 특정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한정되고 하도급 서비스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CEVA는 
하도급 업체와 가격을 논의 할 수 있고, 이는 경쟁 업체와 가격조건 논의를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이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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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단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무역단체는 비즈니스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인 또는 기업(
때로는 경쟁 업체 포함)의 모임이다. 
무역단체 및 다른 산업 관련 단체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경쟁 
업체들간의 모임이나 그룹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역단체에서의 
회사의 가입 및 참여는 특정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감한 
주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무역단체
(화물 운송, 물류, 통관, 또는 SCM 
업체인 협회 및 다른 경쟁 업체와 접촉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무역단체 규정에 규정된 
무역단체 승인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직원은CEVA의 무역단체 승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단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무역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분은 우리의 무역단체 규정에 따라 
독점 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 가격, 써차지, 커밋션, 기타 
다른회비

o 가격 책정 또는 변경 수준 및 
시기

o 비용 또는 이익
o 지불 조건
o 우리의 무역단체 규정에 규정된 

무역단체의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 받지 않는 한 실제 또는 
잠재적 가격 정책, 계획 또는 
전략

o 입찰

홈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TAPG.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TAPG.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TAP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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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단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질문 q 
여러분은 우리의 무역단체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화물 운송 협회에 참여하도록 승인 받았다. 여러분은 글로벌화물 운송 
협회 의 연례 회의에 참여하고 발표하도록 초대받았다. 여러분이 추가 조치 없이 참여할 수 있는가?

답변 q
비록 여러분이 무역단체의 회원 / 참가자가 되기 위해 승인을 받는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지만,이 자체로 반독점 위험이 
제거되지는  않았다. 또한 여러분은 사전에 회의 안건을 입수하고 반독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에서 반독점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한, 여러분은 적절한 조언을 얻을 법률 
및 윤리 부서에 해당 의제를 보내야 한다. 비록 우려스러운 주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 및 윤리 부서는 무역단체와 협의하여 
해당 의제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도울 수 있다. 

질문과 답변

홈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TAP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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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급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유롭게 함께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은 대상 또는 고객, 공급 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CEVA는 독립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고, 경쟁업체와 합의 

또는 이해의 결과로 결정할 수 없다. 

부적절한 정보수령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객이나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고객, 공급 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경우에 우리는 그 정보를 주의해서 사용하여 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경쟁업체의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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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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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공급업체가 실수로 경쟁업체의 가격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이메일은 원래 경쟁업체에게 보내는 것이었으나 
실수로 여러분에게 보내진 것이다. 여러분은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q
전자 메일을 수신하는 위반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이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에 
대한 조언을 위해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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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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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끼워팔기는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다른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거래관행이다. 
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특정 제품의 
구입을 위해 관심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끼워팔기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판매자가 
별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합법적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수의 상품을 인하된 전체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또 다른 제품의 구입을 강요할 수 
없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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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잠재적 고객이 FM 서비스 구매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은 고객에게 관세 중개 서비스의 구매를 조건으로 FM 서비스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q
아니오.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끼워팔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끼워팔기할 수 없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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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급업체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구매조건부 거래
구매조건부 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에 관련된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데 동의하는 거래방법이다. 인위적으로 
구매를 요구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금지한다. CEVA의 예로는 
CEVA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회사에게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두 거래 관계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적 인 
의사결정으로 컴퓨터를 구매해야 한다. 

모든 구매 결정은 가격, 품질, 판매 조건, 판매자의 신뢰성 
등을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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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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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여러분은 CEVA의 중요 고객이 추가 서비스를 구매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해당 고객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답변 q
이 경우 고객은 벤더나 공급업체일 수 있다. 회사 공급업체의 선정은 회사 구매 규정과 품질, 서비스, 가격에 근거한 구매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우리는 해당 중요 고객이 적정한 공급업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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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torio Aronica has been appointed Senior Vice 
President of IS&S for the Americas Region.  Vittorio is a 
deeply experienced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 
who most recently served as SVP of IS&S for CEVA’s 
SEMEA Region in Milan, Italy.  He joined CEVA in 2007.  

Vittorio has almost 30 years of experi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s known for the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spirit he brings to the function.  
He is particularly passionate about Business Process 
Transformation and was recently awarded Best 
Innovation Project by SMAU Italy and the Politecnico 
of Milan for the region’s new TMS and Control Tower 
operational center.

Prior to CEVA, Vittorio was Sales and Marketing 
Operations Manager for T-Systems Italia SpA – 
Deutsche Telekom, where he had responsibility for 
commercial operational management including sales 
target assignment, pipeline management, quarterly 
and annual sales forecasts and management of the 
Corporate CRM (Siebel on Demand).  Other professional 

experience includes senior roles at Commerce One Srl, 
INTESA SpA (a joint venture between IBM Italia and 
Fiat), Xerox Corp., and Ing. Camillo Olivetti SpA. 

Vittorio is based in Houston and began his new role in 
January.   

배타조건부 거래는 정당한 
목적 없이 경쟁 업체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객 또는 
공급 업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당한 
목적은 예를 들어 상당한 
선행투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상당한 선행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독점권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는 허용되지만 먼저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침의 
안내를 위해 법률 및 윤리 
부서에 문의하시오. 

배타조건부 거래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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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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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CL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회사 표준 창고 서비스 이외에 백신의 입고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창고에 온도 제어 시스템과 이러한 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적 설비 및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배타조건부 거래가 공정 거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ROI (투자 수익률)를 보전할 수 있을까? 

답변 q
만일 회사가 고객에게 선제적인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 기간 동안 고객은 회사에게 백신 제품에 대해 독점적인 입고 
서비스 제공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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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법은 일반적으로 독점적 행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얻기 위해 
시도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할 수 없다. 독점 행위의 한 유형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잠재적인 새로운 경쟁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이하의 불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독점적 가격책정이다. 이러한 
독점적 가격 책정에 의해 경쟁업체 또는 
잠재적 신규 경쟁업체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폐업 또는 사업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후 독점적 가격책정 업체는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 사업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CEVA의 정책은 독점적 가격 
및 기타 부적절한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일방 행위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경쟁업체 무역단체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독점 가격

목적과 적용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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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행위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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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q 
여러분은 향후 6개월간 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하여 특정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가? 

답변 q
이러한 행위는 “독점적 가격”책정 행위이다. 만일 여러분이 시장에서 우월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경쟁법 위반이다. 따라서 회사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격 정책 또는 기타 전략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법률 및 윤리 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목적과 적용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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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홈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보고

보고
일부 반독점 관련 문제는 미묘하고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률 및 윤리 부서의 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경쟁업체가 

갑자기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예를 들어, 허용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주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는 경우)에 처하게 하는 경우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법률 및 윤리부서에 문의하시오. 

이 정책 또는 독점 금지 및 경쟁법에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직원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매니저, 법률 및 

윤리 부서, 법무팀, 법률 신고 전화 등 모든 보고 채널을 통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목적과 적용 경쟁업체 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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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정

기억해야 할 핵심 규정
경쟁업체

• 가격 담합 금지

• 민감 정보(가격, 요금, 비용 등) 논의 금지 

• 입찰 담합 금지

• 시장 또는 고객 분할 금지

• 시장에서 경쟁업체 배제 금지

• 시장 정보 취득을 위한 매개체 사용 금지

무역단체

•  무역단체 규정. 에 정해진 무역단체 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이 없이는 참가 금지

•  참가할 경우에 우리의 반독점 규정을 준수하시오

e. In all other circumstances, this kind of behavior could be a violatio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 Business Rules/TAP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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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정

기억해야 할 핵심규정
고객 및 공급 업체

•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입수할 경우 법률 및 윤리 부서에 연락하시오.

• 법률 및 윤리 부서의 승인이 없는 경우

- 끼워팔기 금지

- 구매조건부 거래 금지

- 배타조건부 거래 금지

보고

• 만일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절차 진행 방법이 궁금할 경우에 연락하시오.

- 여러분의 매니저

- 여러분의 지역 법률 매니저

- 법무

- 법률 및 윤리 부서

- 법률신고 긴급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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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색할 탭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서 키를 사용하시오

고객과 공급업체 일방 행위 참조핵심 규정보고

u 반부패 정책

u 경영윤리강령

u 규정준수약속

u 법률신고 긴급전화

u 개인정보보호 정책

u 신규 또는 변경 요금 적용 절차

u 제3업체 실사 절차

u 무역 및 수출 정책 및 매뉴얼

u 무역단체 규정

목적과 적용홈 경쟁업체 무역단체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Anticorruption.aspx
http://www.cevalogistics.com/en-US/aboutus/Investors/Pages/Governance.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ComplianceCovenants.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ccc.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US/Pages/Privacy.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PINCS.pdf
http://www.cevalogistics.com/en-US/aboutus/Investors/Pages/TPDD.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GTC.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TAPG.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