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EVA의업무수행규범



2

1.0 서론



3

목차

1.0 서론

1.1 최고경영자서신

1.2 CEVA가의미하는것

2.0 우리의사람과문화

2.1 인권과존엄성

2.2 균등한기회, 다양성과포함

2.3 상호존중과공정한대우

2.4 건강과안전

2.5 환경보호

2.6 약물과알코올

2.7 회사자산

2.8 내부정보

2.9 고객, 공급자와업무제휴자

3.0 제3자와국제적위기관리

3.1 부패방지와뇌물방지

3.2 선물과향응

3.3 재무기록

3.4 이해관계의상충

3.5 정부계약

3.6 정치적활동과자선활동

3.7 거래준수

3.8 독점금지와공정한경쟁

3.9 돈세탁금지

4.0 정보와소통위험의관리

4.1 데이터프라이버시

4.2 기록관리

4.3 소통

5.0 여러분의책임

5.1 여러의개별적책임

5.2 관리자의책임

5.3 보고하는법

5.4 여러분이보고할때일어나는일

6.0 결론

6.1 정밀인쇄

6.2 용어집

6.3 인정서

6.4 종업원전용

6.5 요약

1
.0

  
서
론



4

1.1 최고경영자서신

CEVA 비즈니스윤리강령(이하 “강령”)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본강령은 CEVA 문화의근간을이루는기본적인
것이며, CEVA가비즈니스를수행할때추구하는윤리규범과가치를규정합니다. 

우리가준수해야하는규범은간단합니다. CEVA 내부및 CEVA와연관된비즈니스와관련하여, 규정된윤리적
규범을준수하고이행하여야하는것은우리모두의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모든임직원및우리를
대신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협력사에게우리의강령을읽고이해하여준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CEVA가전세계의일원으로서자리하고, 좋은인재를확보하고, 고객의기대에부흥하여궁극적으로사업에서
성공하기위해서는우리스스로규정된강령을준수해야합니다.

저는모든형태의부패와정책위반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있음을강조하고싶습니다. 

CEVA는프랑스그룹에속해있기에프랑스부정부패방지법 Sapin II에서필수로요구되는모든내용을적용
받으며,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뇌물수수관련법령또한적용받고있습니다.

우리는 CEVA 비지니스윤리강령이철저히준수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우리의비즈니스환경과법률은항상변화하고있습니다. 우리의강령에포함된내용들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 

조언이나지도가필요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참조하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본강령에규정된지침은 CEVA 

내모든직책과역할및 CEVA와협력관계에있는모든사람과관련이있습니다.

우리의가치를위해책임을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여러분이본강령을준수함으로써, 여러분은 CEVA가
회사로서의사명과비전을달성하는데필수적요소인신뢰와존경을얻는데도움을주고있는것입니다. 본
강령의내용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 Compliance & Ethic (CEVA.Compliance@cevalogistics.com) 부서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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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EVA가의미하는것

물류와기업가정신을 위한열정은우리가하는모든것에 스며들어, 우수한공정을 추진하고 궁극적물류전문가로
인식되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을 뒷받침합니다. 정직과 존중은 우리의 모든 업무 관계를 융합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의지속적초점은성과를고객과투자자모두에게전하는것입니다.

당사는비할데 없는서비스를한결같이제공하여당사고객을 위한가치를창조합니다.

CEVA에서 우리는우리의업무를명확히정의한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 가장전문적인제3 물류제공자가되기.

우리의비전.

당사는 이 비전의 달성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강하고 통합된 업무를 진심으로 사람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는
가장 전문적인 제3물류 제공자가 되겠다는 당사의 비전을 이루는 길에서 당사를 이끌 방식으로 모든 활동에서 당사를 도울 일련의 가치를
개발해왔습니다.

우리의가치. 

• 우리는고객에대한열정이있습니다 . 

• 우리의가치는사람입니다.

• 우리는힘이넘치고열의가있습니다. 

• 우리는실행으로추진됩니다.

• 우리는성공적입니다.

• 우리는기민하고바로대응합니다.

• 우리는 다양성을촉진하고다양성에가치를둡니다.

• 우리는 체인마스터를공급합니다.

• 정직과존중은우리의생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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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의사람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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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권과존엄성
CEVA는 전체적 규모에서 인권의 존중과 가치 부여에 전념합니다. 윤리적 운영과 종업원,

고객과 이해관계자 존중은 CEVA가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는 기본적 핵심
가치입니다.

적용 가능한 정부요건 및 전체적 인권발의와 연계된 CEVA의 인권 준수 프로그램은 전체적
공급 체인에서 강제 노동, 인신 매매와 기타인권 유린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견고한 정부요건을 CEVA에 제공합니다. CEVA의 인신매매정책은 이 중요한 화제 주위의
특성을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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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균등한기회, 다양성과포함

CEVA는 공정한 채용 및 고용을 실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개발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당사는 장점과 포괄성에 토대를 둔 작업장 환경을
유지하기위해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핫라인 보고 절차를 검토하고, 인력자원을
접촉하거나당사의 준수핫라인에전화하여당사가조사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은 적용가능한법과국제원칙이
규정하는여하한형태의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과아동노동에
가담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우리가일하는국가에서최저
근로연령의법적요건에따라야하고또한
근로시간, 임금과혜택에대한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여러분은 법으로보호되는계층의모든
고용지원자나종업원을차별하면안
됩니다.

여러분은숙련도, 실적, 헌신, 윤리적
품행과특정업무를위한기타자격을
토대로고용결정을내려야합니다. 

여러분은모집, 고용, 교육과승진의모든
분야에서다양성을촉진하고 이에가치를
두어야합니다.

여러분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에적용
가능한법을준수해야 합니다.

정책참조링크:
• 인신매매정책
• 핫라인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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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호존중과공정한대우

CEVA는 당사의 종업원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달성하도록
허가하는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장려합니다.

배려와존중에따라당사의모든 종업원을대우할것입니다.

2.4 건강과안전

CEVA의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및건강법과기준을준수하는직장을제공하는데전념합니다.

당사는또한당사고객과 우리가활동하는 공동체의 건강및안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우리의 협력자와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성추행과원하지않는성적
접근을포함하는여하한형태의직장폭력, 

위협이나학대에가담하면안됩니다. 

당사노동력의다양한성격때문에
여러분은포괄적인방식으로 모든활동을
수행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당사
노동력의인원이포함될수없다면어떤
형태의향응은피해야합니다.

여러분은부서진설비나기계와사고를
포함하여모든불리한건강이나안전사고
또는상태를 여러분의 감독자나현지
안전요원에게 신속하게보고해야합니다.

여러분은모든상해를여러분의
감독자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의역할을위해규정된
적합한안전설비를착용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현지법이허가하지 않는한
화기를 CEVA 건물내에보관하거나
저장하면 안되며이런행위는연계된
CEVA 보안에의해매우특정한작업에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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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보호

CEVA는 유지가능성과 우리의 고객,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행성에 혜택을 주는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념합니다.이것은 윤리적으로 옳고 상업적으로 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업무 활동에 적용 가능한 환경 법과 규정을 항상 전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

2.6 약물과알코올

CEVA의정책은약물없고알코올없는작업 환경을유지하는것입니다.

알코올, 불법약물을 사용하면 작업장에서 심각한 건강과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영진의사전승인을받아 CEVA사무실이나다른건물에서알코올을사용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법, 규정이나허가의위반
우려가있을경우신속하게보고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알코올, 불법약물, 기타불법
물질의사용, 판매, 유통또는보유혹은
근무중회사건물에서 또는회사업무
수행중통제물질의부적절한 사용에
가담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알코올, 불법약물과통제물질의
사용이나보유에대한모든법과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 여러분은우리의공동체나우리의환경을
의도적으로 해치는행위를일체하면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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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사자산

CEVA는 당사 자산의 적절한 사용을 보호하는데 전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설에서 안전 요건을 따르고,

여러분의 CEVA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실제로 필요할 때만 인쇄하며, 여행 중에는 여러분의 랩탑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당사의 CEVA 업무 규칙을 따르며, CEVA의 지적재산을 보호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과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고용한 어떤 사람이
CEVA로 가져온 비밀고객명단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무역 저널의 정보를 복사하거나, 알면서 위조
상품을운송하면안됩니다.

CEVA의 자산은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근무일 중 휴식을 분명히
가치 있게 여기고 부수적인 개인 전화, 이메일과 기타 활동을 허가하지만, CEVA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CEVA를
위한시간이되어야합니다.

정책참조링크:
• CEVA 업무규칙

× 여러분은당사의경영진이승인하지
않으면, 회사설비, 노동력, 공급품, 시설
또는기타자산이나재산을개인
목적이나 CEVA 목적이아닌 다른
목적에사용할수없습니다.

여러분은다른사람과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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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내부정보

여러분은여러분이노출되는기밀정보에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당사의 업무 활동 과정에서, 여러분은 CEVA의 업무, 운영 또는 안전이나 당사의 고객 또는
공급자에대한비공적 정보를인지할 수 있습니다. CEVA 는비공적 정보를(“내부정보”) 토대로
안전을거래하는행위를엄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CEVA의거래정책을참조하십시오.

2.9 고객, 공급자와업무제휴자
CEVA는 최고의 품질기준에 전념하며 우리는 계속 일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한 공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우리에게 의지하므로, 우리는
고객의성공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우리 고객과 시장의 전체적/지역적 요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활동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업무 과정, 계획과 거래에 고객
초점을포함하며이에우선순위를둡니다.

정책참조링크:
• CEVA 통상정책
• 제3자준수실사정책

× 여러분은실질적, 비공적또는내부
정보를토대로안전을거래할수없습니다. 

여러분이어떻게인지했든, 그것은법과
당사의정책에위배됩니다!

× 여러분은여러분이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조언을하여그들이그것을
이용하게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이노출되는정보를
취급하는방법에 주의해야합니다.

× 여러분은고위험제3자의경우준수와
윤리로승인을받은후에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당사가 당사를위해설정한
기준을준수하는다른주체및개인들과
제휴해야합니다. 업무제휴자선택시, 

당사는당사의제3자준수실사정책에
약술된법적규칙과규제및 당사의높은
정직의기준을존중하며당사를 대리하여
업무를수행하는제3자와일하고자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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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자와국제적위험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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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패방지와뇌물방지

CEVA는부패가사회를해치고공정거래를저해하여당사업무에치명적이라고믿습니다.

CEVA는 모든 형태의 뇌물이나 부패를 금지하고 당사가 고수하는 당사의 업무와 국제 원칙에
적용되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외국부패 방지법
(또는FCPA), 영국 뇌물법, 국제연합 전체 협정, 경제 협력 및 개발기구, 뇌물 방지 협약과 적용
가능한 기타 뇌물 방지 법과 원칙입니다. 부패와 뇌물을 피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CEVA의
부패 방지 정책을 검토하시오. 여러분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여하한 종류의 뇌물, 부적절한
지불, 혜택또는여하한금품을제안, 약속, 교부, 수락하거나간청하면안됩니다 (금융또는비
금융인지직접적/간접적인지여부불문).

CEVA는 신속하게 보고되고 적절하게 문서화되는 바와 같이 개인 건강, 안정이나 자유가
급박하게위협받는경우가아니면, 급행비를금지합니다 (갈취).

당사는 당사가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제3자를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과정에 따라야
합니다.당사는 CEVA와동일한가치를공유하는회사와거래하고자합니다.

CEVA는 시스템과 합당한 방지 절차를 구축하여 제3자의 탈세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의 요건을 포함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EVA의 탈세 조장 사범
방지에대한정책을검토하시오.

여러분이정부관리이거나정부관리에관련된다면, 준수와윤리에통지해야합니다.

정책참조링크:
• 부패방지정책
• 제3자준수실사정책
• 정부관리에관계를보고하거나

정부관리로근무하는것에대한정책
• 탈세사범방지에대한정책

× 여러분은우리나다른자의결정에
부적절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날
수있는 것을일체교부, 제안또는수락할
수없습니다. 

× 여러분은급행비를제공할 수없습니다 .

× 여러분은여하한형태의뇌물에관여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당사의업무에적용되는당사의
부패방지정책과부패방지법을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제3자를평가할때제3자준수
실사정책에 따라야합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이정부관리와현재나
과거에관련이있다면준수와윤리에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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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물과향응
CEVA는 장점과 CEVA’의 최선의 이익을 토대로 업무를 위해 경쟁하고
업무를 수주합니다 . 여러분은 여하한 부패의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부패 의도, 불투명한 목적, 부적절한 이점, 이해의 상충, 또는
우대(優待)를포함).

CEVA의 선물과 향응 지침은 선물과 향응의 경계와 승인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제공합니다.

3.3 재무기록
CEVA의 장부, 기록과 회계는 완전하고 시기에 맞고 사실이어야 하며 당사의 자산, 부채와
거래를정확하게보여 주어야합니다. 이것은 정직과투명성을 보장하고, 기망을막으며, 적용
가능한 회계원칙과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CEVA의 업무 규칙, 재무와 회계정책 그리고 기타 통제는 정확성의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정책참조링크:
• 선물과향응지침
• CEVA 업무규칙
• 재정과회계정책

× 여러분은 잠재적/현재의 고객이나
공급자의여하한종류의선물, 향응이나
혜택에의해영향을받아서는 안됩니다.

× 여러분은부적절한선물과향응을주거나
받아서는안됩니다.

× 여러분은고객, 공급자나여하한자에게
여러분, 여러분의친구또는여러분가족의
선물을요구해서는안됩니다. 

여러분은장점과 CEVA의최선의이익을
토대로해서만업무를위해경쟁하여
업무를수주해야합니다.

여러분은 선물과향응에대한당사의
고객과공급자정책을인지하여그지침을
위반하지않게해야합니다.

× 여러분은장부와기록의여하한위조에
(대차대조표, 장부와재무제표등) 

가담하거나 CEVA의문서에허위내용을
일체기재하면안됩니다.

× 여러분은장부외거래나이중장부를하면
안됩니다. 이것은엄격히금지됩니다.

여러분은 모든장부, 기록과회계를
사실대로등록하고 CEVA의 자산, 부채와
거래를정확하게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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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해관계의상충
CEVA는 상충 없이 운영해야 하며 CEVA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많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수있으므로, 우리는그것을확인하고, 피하며, 보고하고다루어야합니다.

3.5 정부계약

정책참조링크:
• 이해관계의상충신고서식
• 돈세탁금지정책

모든 상충 문제에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상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감독자에게 말하거나 법률 또는 준수와 윤리에
연락하고 이해관계의 상충 신고서식을 작성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당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런 많은 상황에
개방적이고 정직하기만 하면, 당사는 이런 많은 상황을 쉽게 다룰
수있습니다.

× 여러분은여러분의개인적이해관계가
CEVA의이해와상충되는것처럼
나타나는일체의활동, 관계나상황에
가담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 CEVA의 최선의이익을토대로
개인적고려없이여러분의직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여러분은이해관계의 상충신고서식을
완성하여발생할수있는모든이해관계의
상충을즉시확인, 회피, 보고하고
다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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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A에서, 우리는 정부를 대리하여 그리고 정부 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도급자로서
직접 또는 하도급업자로서 간접적으로) 정부계약법과 규정의 엄수에 전념합니다. 우리의
규범의 많은 요건에 따라, 정부 계약에 관한 한, 정직, 정확과 투명성은 극히 중요합니다.

직접적/간접적으로 정부 계약을 포함하는 업무수행에 따라 CEVA는 상업적 계약을 초과하거나
상업적 계약과 다른 엄격한 요건과 벌금(형법상 벌금 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 관리와
민간계약당사자에게향응을제공시에는엄격한한도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CEVA의정부
계약정책을검토하십시오.

× 여러분은 사전승인없이여하한정부
관리의계약고객이나 공급자에게
선물이나향응을제공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정부계약을다루면, CEVA의
정부계약정책과적용가능한법/규정을
완전하게이해하고 이에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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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치적활동과자선활동

업무수행 중, CEVA는 부적절한 정치적 활동이나 CEVA의 최선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진술을 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CEVA 업무 규칙은 당사의
이사회가모든정치적기부를 승인하도록요구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활동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전념합니다. CEVA

업무규칙은자선기부의승인을받기위한정보를제공합니다.

3.7 거래준수

정책참조링크:
• CEVA 업무규칙
• 정부 계약정책

× 여러분은사전승인없이 CEVA를
대신하여일체의정치적기부나자선
기부에참여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로비를포함하는모든정치적
활동에대한모든재무적, 윤리적
법/규정과기타법/규정을철저히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이일하는곳의다른
문화와공동체문제를이해하고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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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A와 그 종업원들은 수입 제한, 수출 통제, 제재, 통상정지와 미국 반(反) 보이코트 법을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재와 거래통제는 화물운송 관리, 계약물류, 4PL,

업무개발과 금융을 포함하는 CEVA의 기능 전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거래 통제와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면 CEVA와그종업원들은실질적벌금과형법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EVA의정책은 준수와
윤리에서 명확한 허가와 승인을 받지 않고 포괄적 제재 국가와 여하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적인정책으로, CEVA는이란, 쿠바, 북한및시리아와관련된어떠한사업도하지않습니다.

준수와윤리는 CEVA의거래준수를감시하며 내부통제, 정책과 준수 도구를실행하여 CEVA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CEVA가 거래통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인트라넷의 거래 준수 페이지는 거래법을
준수하기위한자원을제공합니다.

× 여러분은금지당사자또는포괄적제재를
받는국가와업무를촉진하거나 수행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적용가능한모든수출입관리법, 

제재와 CEVA의전체적거래준수정책을
엄수해야합니다.

여러분은적용가능한반(反) 보이코트
법률을엄수해야합니다.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GTC/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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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점금지와공정경쟁
CEVA는 자유로운 기업과 공정한 경쟁에 전념합니다. 당사는 당사 고유의 분석, 고객입력과
공적으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가격과 할증금을 독자적으로 정합니다. 각자는 CEVA의
독점금지와 경쟁 법 정책 또는 독점금지와 경쟁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피해야합니다.

CEVA의 무역 관련정책과 절차는 무역, 산업과 전문 조직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약술하여 당사가 당사의 독점금지 의무를
준수하게합니다.

3.9 돈세탁방지

정책참조링크:
• 독점금지와경쟁법정책
• 거래관련정책과절차
• 전체적인거래준수정책

• CEVA 반보이코트정책과절차

× 여러분은가격, 입찰, 이익, 고객이나지역
할당또는기타판매조건과조항을
경쟁자와협의하면안되며 어떠한
경쟁자와도 절대로이런것에동의하면안
됩니다.

× 여러분은어떤사람, 주체나국가를
배척하기위해 보이코트나협약에
참여하면안됩니다. 

× 여러분은여러분이가질수있는일체의
개인적연(緣)을토대로누구와 CEVA 

업무를할것인지결정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장점과공개경쟁만토대로해서
업무를경쟁하고 수주해서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CEVA의 독점금지와경쟁법
정책그리고모든독점금지나 경쟁법을
따라야합니다.

여러분은 CEVA를 대표하기전에무역, 

산업또는전문조직에참여하기위한
승인을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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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위해 경쟁하는 것 외에, CEVA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주하는데 헌신합니다. 당사는 당사나 당사의 종업원들 이 제3자와 가질 수 있는 일체의
연계를고려하지 않고오직공정한평가를통해제3자를채용합니다.

불법 활동을 위한 돈세탁을 돕는데 CEVA가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자를알아야합니다 (우리의고객과공급자).

현금거래, 미지의당사자, 이례적인지불요구나자금이체같은수상한활동을경계하십시오.

× 여러분은여하한형태의돈세탁에
가담하면안됩니다.

여러분은당사가여하한불법활동의
당사자가아니라는것(알든 모르든)을
여러분의고객과공급자가알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불법활동의징후가될수있는
이상하고/기이한 행위를경계하고수상한
점을여러분의감독자나준수와윤리에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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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보및소통위험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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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프라이버시
CEVA는 당사 종업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법으로 보호되는 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진심으로 보호합니다(회사가 보관중인 사적인 건강과 의료 정보 보호,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및 기타 개인과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것 포함). 그것은 또한 우리 업무의
일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타인의 개인과 기밀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CEVA의데이터프라이버시정책을검토하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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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록관리

CEVA의 기록과 정보는 회사자산이며 우리는 그 것을
자산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총체적 기록과
정보 관리 (TRIM) 정책 및 연계된 기록유지계획에
익숙해져서 CEVA의 기록과 정보를 확인, 분류, 관리
및처분하는법을결정해야합니다.

정책참조링크s:
• 데이터프라이버시정책
• 총체적기록과정보관리(TRIM) 정책
• 문서보전통지(DPN) 정책

여러분은당사의데이터프라이버시
정책과적용가능한모든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따라야합니다.

여러분은우리동료의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합니다.

× 여러분은문서보전통지 (DPN)를
받았다면, 실제의 소송이나 정부조사와
연계된기록이나정보를삭제하면안
됩니다 .

여러분은우리의총체적기록과정보
관리(TRIM) 정책을토대로요구되는한, 

여러분의기록과정보를종이문서나 전자
형식으로유지해야합니다 . 

법적 소송이나 정부조사의 경우, 법률부는 문서 보전통지(DPN)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CEVA의 DPN 정책은 DPN에 참조된 모든 기록과 정보를 법률부가 추가 지침을 내릴 때까지
보관하도록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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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통

CEVA는 고객,동료, 공급자, 업무 지도자, 미디어 및 기타 당사자들과 당사의 상호작용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미디어를
적합하게 책임을 지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CEVA의 사회 미디어 정책에 따라 마케팅과 소통이 승인하는
요원만 CEVA-관련정보를사회미디어에포스팅할수있습니다.

사회미디어

회사 업무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전자소통과 정보는 CEVA의 소유물이며 회사가 통제합니다.

CEVA의정보보안정책에따라, CEVA시스템이나설비를사용할때종업원들은프라이버시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CEVA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전자 통신, 컴퓨터, 설비와 시스템을
모니터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개인적인 부수적 사용은 수락하나, 언제든
가능할 때는 업무시간 외에 간혹 사용해야 하고 여러분의 책임이나 생산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전자통신

허가된 CEVA 요원만 통상적 업무과정 외의 외부 문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 투자자, 분석가, 미디어와 대중과의 모든 접촉은
당사의소통정책및지침(미디어관계설명서와판매자정책등)을준수해야합니다.

외부소통

정책참조링크:
• 사회미디어정책
• 정보보안정책
• 미디어관계설명서
• 판매자 정책

× 여러분은사회미디어를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포스팅, 의견, 

신분이나믿음이 CEVA의것인양내세울
수없습니다.

× 여러분은대중의영역에있지않은정보를
회사외여하한자의이익을위해공개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CEVA를위해사회미디어를
정식으로사용하면먼저승인을받아좋은
판단을해야합니다.

여러분은문의를받으면적절한부서에
연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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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RODUCTION

5.0 여러분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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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여러분의개별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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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의무:

• 여러분의역할에적용될수있는규범과위험을이해할것
• 규범영역이불분명하면여러분의관리자나준수와윤리의조언을구할것
• 연간준수교육을수료할것
• 여러분이함께일하는여하한제3자가우리의규범을숙지하고 준수하도록보장할것
• 알려지거나의심되는위반을신속하게보고할것 (5.3항참조)

• 선의로 준수사항을보고하거나조직이용인하지않은저위험의뇌물이상이있다고합당하게판단되는여하한활동에참여하는것을
거부하거나이런활동을거절하는여하한자를향한모든형태의보복(직접적/간접적)을고발할것

• 준수사항을비밀리에조사하여다루는 회사의노력에전적으로협력할것.

5.2 관리자의책임

• 여러분의역할과여러분의직원에게적용될수있는규범과위험을이해할것
• 여러분과여러분의직원이연간준수교육을수료하여규범을숙지하도록보장
• 알려지거나의심되는위반을신속하게보고하고여러분의직원도이렇게하도록독려
• 선의로 준수사항을보고하거나조직이용인하지않은저위험의뇌물이상이있다고합당하게판단되는여하한활동에참여하는것을

거부하거나이런활동을거절하는여하한자를향한모든형태의보복(직접적/간접적)을고발할것
• 준수사항을비밀리에조사하여다루는 회사의노력에전적으로협력할것
• 위반이나의심되는위반을보고받으면, 준수와윤리에알릴것; 관리자는스스로조사할수없음

관리자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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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고하는법
정책참조링크:
• 준수핫라인전화번호

여러분은법이나규범의위반이나
의심되는위반을여러분의관리자, 준수와
윤리또는준수핫라인에보고해야합니다.

× 여러분은알려지거나 의심되는위반을
보고한모든자에게보복하면 안됩니다.

규범의위반이나의심되는위반을보고하는방법은많습니다. 여러분에게가장편한방법을선택하십시오 :

• 여러분의감독자가추정되는비행에관여하지않았고여러분이편하다면감독자에게말하십시오. 또는더
효과적이라고생각하면다른관리자에게말하십시오.

• 여러분의감독자에게말하는것이편하지않으면, 법률이나 HR에도움을요청하십시오. 

• 여러분은또한다음이메일주소를통해 준수 & 윤리부서에직접연락할수있습니다
CEVA.compliance@Cevalogistics.com.

• 제3자가관리하는준수핫라인은 24시간/일, 7일/주이용가능하며대부분의국가에서 888-723-2453입니다. 

다이얼안내와기타국가고유번호에대한자세한내용은준수핫라인전화번호를이용하세요.

• 온라인보고가여러분에게더편하다면, 웹기반의보고를권합니다.

위반이나의심되는위반을보고할때는, 자세하고사실과일치해야합니다. 여러분이가지고있는가능한한많은
정보를 전하도록하세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

CEVA는 잠재적 비행을 보고하거나 조직이 용인하지 않은 저 위험의 뇌물 이상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여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활동을 거절하는 여하한
자에게보복하거나 (직접적간접적으로) 해를입히는자에게무관용으로대응합니다.

5
.0

 여
러
분
의
책
임

mailto:CEVA.compliance@Cevalogi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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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러분이보고할때일어나는일

여러분의보고와조사는가능한한기밀로보관됩니다. 여러분은익명을원하면그렇게할수있습니다.

기밀유지

보고서는적합한조사자에게 할당됩니다. 문제를 여러분이직접조사하지 마세요. CEVA는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상부로올리는
법인행위위원회를가지고있습니다.

조사.

조사가완료되면, 적절한모든시정조치를결정합니다.

시정조치.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하거나 준수 핫라인에 다시 전화할 때 제공된 개인 추적 번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보고를 후속 조치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자세한정보는핫라인보고절차를검토하세요.

정책참조링크:
• 핫라인보고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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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RODUCTION
5.0 YOUR RESPONSIBILITIES

6.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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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밀인쇄

현지 또는 업무 관련 정책은 보다 엄격하고 더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지만 준수와 윤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규범을
부정하거나 규범보다더관대할수없습니다.

규범 전체에 걸쳐, “CEVA,” “법인”과 “회사”는 CEVA 홀딩스 LLC, 그 자회사와 합작투자를 가리킵니다. 규범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cevalogistics.com에서여러언어로볼수있습니다. 번역본과영어판이서로상이하면영어판이우선합니다.

CEVA는 CEVA가업무를행하는모든국가에서그국가의법이본규범을전적으로허용하는한, 본규범을모든국가에적용하고자합니다.

CEVA이사회와집행위원회는규범을채택하고 전달하며시행할책임이있습니다.

www.cevalogistics.com에서 보는 규범은 공식 판입니다. 여러분은 인쇄된 사본을 공식 판으로 알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규범은 계약상의
권리나다른권리(명시적또는암묵적)를일체만들지않고여하한종류의고용계약서가아닙니다.

6
.0

 결
론

당사의 업무처럼 복잡한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시할 수 있는 규범은 없습니다. 본 규범은 당사의 모든
업무 행위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침과 기본적 표준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CEVA 업무 규칙과 기타 참조
정책은규범을뒷받침하기위한자세한내용을가지고있습니다.

http://www.cevalogistics.com/
http://www.cevalogi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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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어집
 반(反) 보이코트법: CEVA가보이코트에가담하는것을금지하는법. CEVA는보이코트조건이나요구에동의하거나함께할수없습니다.

 부패방지법: 대표적인부패방지법은미국외국부패법(FCPA), 영국뇌물법그리고미국전체협약, 경제협력과개발조직 (OECD), 반(反) 뇌물협정처럼우리가준수하는국제원칙과다른적용

가능한반뇌물법입니다.

 뇌물: 한 당사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그당사자가활동하거나못 하게하기 위한유인이나 보상으로적용가능한법을 위반하여위치에관계없이부당이득(금전적이거나비금전적인것이될

수있음)을직접적/간접적으로제안, 약속, 교부, 수락하거나간청하는행위.

 이해관계의상충: 당사개인의이해관계나다른업무이해관계가 CEVA의이해관계와충돌(갈등)하거나충돌하는것처럼보이는내부나외부의여하한활동, 관계또는상황. 

 징계조치: 징계 조치는 서면/구두 경고, 벌금, 정직(停職)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이 완전하게 허용하는 고용 종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 외에, 당사는 민 형사 상의 기소를 위해 또는

범법행위로인한손실이나피해를복구하려는법적조치를취하기위해어떤범법행위를적절한정부나규제당국에회부할수있습니다.

 전자통신: 전자통신은회사컴퓨터, 설비와시스템의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 텍스트메시지, 인터넷활동, 전화, 기타장치와기타전자데이터/정보입니다.

 종업원: 이용어는상근(常勤), 시간제, 기간제, 정규직또는수습사원에관계없이모든종업원들을의미합니다.

 강제지불: 건강, 안전또는자유의실제위협이나인지한위협으로인해요원이강제로내는돈.

 급행비:  이런지불을하지않아도지불자가법적으로받을권한이있는서비스의대가로간혹불법으로또는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지불을가미키는용어입니다. 이것은사증(査證) 발행, 

취업허가, 통관또는전화설치등의일상적이거나필요한조치의이행을보장또는촉진하기위해, 증명기능을수행하는공무원이나담당자에게통상적으로지불하는소액입니다.

 장부와기록의위조: 특성을잘못표시한거래, 자금이나계정은닉, 틀린기간의거래보고 또는다른허위나오도하는정보를예로들수있습니다 .

 정부 관리: 정부 부처, 대행인이나 기관의 임원이나 종업원; 세관 관리; 정무직 후보자; 공적 국제기관의 관리(예,적십자나 세계은행); 정부 부처, 대행인이나 기관의 입찰을 검토하고 수락하기

위해고용된회사; 정부부처, 대행인이나기관의주도급업자나하도급업자로고용된회사를포함하는정부관리.

 지적 재산 : 지적 재산은 특허, 상표, 저작권, 거래비밀, 업무 계획, 기술 데이터, 재무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고객 명단과 정보, 종업원들의 개인데이터 그리고 CEVA의 업무, 운영과 계획에 대한

기타기밀/소유 정보와같이다양할수있습니다. 당사는대중에게알려지지않은일체의정보를개인의이익이나회사외의여하한자의이득을 위해 공개할수없습니다.

 법적보호 : 법적으로 보호되는계층은 개인의특성이며,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연령, 성별, 임신, 시민권, 가족신분, 장애신분또는상이군인신분등을 이유로차별대상이될수없습니다.

 자료: 투자자가증권을매수, 매도또는보유할지를결정할때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보는자료입니다.

 돈세탁 : 범죄 활동을통해얻은자금이나재산의금융/무역거래를수행하여자금출처가합법적인것처럼보이게하는행위

 보복: 여러분을다치게하거나여러분을부당하게대우한자에게나쁜짓을하는것; 누군가에게앙갚음하는행위.

 제재: 어떤국가, 조직또는사람들과의업무나거래를금지하는법. 제재는 다른요소중 원산국, 최종목적지국또는상품이통과하는사법권에특정될수있습니다.

 제3자 : 공급자, 판매자, 하도급업자, 컨설턴트, 합작투자, 대리인또는대행인인제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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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정서

Revision Number 20170501

적용가능한법이허용하는최대범위에따라, 본인은본문서로 :

• 본인이 CEVA의업무수행규범을 접수, 검토, 이해했고준수할것을인정합니다;

• 규범이나 CEVA의다른정책을위반하면고용종결을포함하는징계조치를취할수있다는것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규범의 알려진위반/의심되는 위반, 기타 CEVA 정책, 적용 가능한 법이나 규정과 모든 실제(또는 분명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신속하게
보고하는데동의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VA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은이인정서에수기로서명하면, 여러분의현지 HR 대리인에게본페이지를제출하여여러분의개인파일에두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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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종업원전용

 부패방지정책 *

 돈세탁방지정책

 독점금지와 경쟁법정책 *

 CEVA 반(反) 보이코트정책과절차

 CEVA 업무규칙

 CEVA 거래정책

 준수핫라인전화번호

 이해관계의 상충신고서식

 데이터프라이버시정책

 문서보넌통지 (DPN) 정책

 재무와회계정책

 선물과향응 지침

CEVA 정책을지원하기위한링크

• 전체거래준수정책

• 정부계약정책

• 핫라인보고절차

• 인신매매정책

• 정보보안정책

• 미디어관계설명서

• 탈세조장사범방지에대한정책

• 정부관리와의 관계나정부관리의서비스보고에대한정책

• 사회미디어정책

• 제3자준수실사정책

• 총체적 기록과정보관리 (TRIM) 정책

• 거래연합정책과절차

• 판매자정책

*CEVA 네트워크밖에서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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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evalogistics.com/investors/governance-information/GAP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GTC/Pages/Anti-Money-Laundering.aspx
http://www.cevalogistics.com/investors/governance-information/antitrust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GTC/SAB/Documents/CEVA%20Anti-boycott%20Policy.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Pages/CBR.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Documents/CEVA%20Trading%20Policy%20-%20Final%2010%20January%202017.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ComplianceHotline.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Lists/COI/Item/newifs.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Pages/privacy.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Pages/DPNPolicy.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Finance/Pages/home.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Documents/Guidelines%20on%20Gifts%20and%20Entertainment%20Dec%2015_FINAL.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GTC/Pages/default.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GCCPolicy.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Documents/CCCRP.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Legal/Compliance/GTC/TCPnF/Documents/Human%20Rights%20Compliance%20Program.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IT/StrategyandGovernance/Pages/InformationSecurity.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MRM.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Functions/Finance/Pages/taxevasion.aspx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PRRSGO.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SMP.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CDDP.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TRIMPolicy.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TAPG.pdf
http://cevanet.logistics.corp/en-GLOBAL/CEVA%20Business%20Rules/Vendor_Policy.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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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일하는국가에서최저노동연령의
법적요건을따르고근로시간, 임금과
혜택을준수. 

 숙련도, 이행, 헌신, 윤리적품행과특정
직무를위한기타자격으로고용결정. 

 모집, 고용, 교육과승진의모든분야에서
다양성을촉진하고가치부여.

 결사의자유와단체협상에적용가능한법을
준수.

 당사노동력의다양한성격으로인해
포괄적인방식으로모든활동수행. 예를
들어, 당사노동력의구성원이포함될수
없으면, 어떤형태의향응을피해야합니다.

 부서진설비나기계와사고를포함하여모든
불리한건강이나안전사고또는상태를
여러분의감독자나현지안전요원에게
신속하게보고.

 모든상해를여러분의감독자에게보고. 

 여러분의역할을위해규정된적합한안전
설비를착용.

 환경법, 규정이나허가의위반 가능성을
신속하게보고.

 알코올, 불법약물과통제물질의사용이나
보유에대한모든법과규정을준수

 다른사람과회사의지적재산권을존중.

 여러분이노출되는정보를취급시주의.

 당사가 당사를위해설정한기준을준수하는
다른주체및개인들과제휴. 업무제휴자
선택시, 당사는당사의제3자준수실사
정책에약술된법적규칙과규제및 당사의
높은정직의기준을존중하며당사를
대리하여업무를수행하는제3자와일함. 

 당사의부패방지정책과당사업무에
적용되는부패방지법을준수.

 제3자를평가시는제3자준수실사정책에
따름.

 여러분이현재나과거에정부관리에
관련되었다면 준수와윤리에연락.

 선물과향응에대한 당사의고객과공급자
정책을인지하여그지침을위반하지않도록
함.

• 적용가능한법과국제원칙이규정하는
여하한형태의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과아동노동에가담

• 여하한고용지원자나법적보호를받는
등급의종업원을차별.

• 성추행과원하지않는성적접근을포함하는
여하한형태의직장폭력, 위협이나학대에
가담. 

• 현지법이허가하지않는한화기를 CEVA 

건물내에보관하거나저장하면 안되며
이런행위는연계된 CEVA 보안에의해매우
특정한작업에허가

• 우리의공동체와우리의환경을의도적으로
해치는여하한행위.

• 알코올, 불법약물, 기타불법물질의사용, 

판매, 유통또는보유혹은근무중회사
건물에서또는회사업무수행중통제
물질의부적절한사용에가담. 

• 당사의경영진의승인없이, 회사설비, 

노동력, 공급품, 시설또는기타자산이나
재산을개인목적이나 CEVA 목적이아닌
다른목적에사용.

• 실질적인, 비공적또는내부정보를토대로
안전을거래, 여러분이어떻게인지했든
관계없이법과당사의정책에위배 !

• 정보를 이용하거나타인에게조언을하여
그들이그것을이용하게하면안됨.

• 준수와윤리의승인을받을때까지고위험의
제3자를이용하지말것.

• 우리나다른자의결정에부적절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날수있는 것을교부, 

제안또는수락하는행위. 

• 급행비지불
• 여하한형태의뇌물에관여.

• 잠재적/현재의고객이나공급자의여하한
종류의선물, 향응또는 혜택으로영향을
받음.

• 부적절한선물이나향응을주거나받음.

• 고객, 공급자나여하한자에게여러분, 

여러분의친구또는여러분가족의선물을
요구. 

• 장부와기록의여하한위조에(대차대조표, 

장부와재무제표등) 가담하거나 CEVA의
문서에허위내용을기재

• 장점과 CEVA의최선의이익만토대로
업무를위해경쟁하고업무를수주

• 모든 장부, 기록과회계를성실하게등록
하고 CEVA의자산, 부채와거래를정확하게
보여주어야함.

• CEVA의최선의이익을토대로개인적고려
없이직무를수행.

• 이해관계의상충신고서식을작성하여모든
이해관계의상충을즉시확인, 회피, 보고및
다룸. 

• 당사가여하한불법활동의당사자가
아니라는것(알든모르든)을여러분의
고객과공급자가알게함.

• 불법활동의징후가될수있는이상하고/ 

기이한행위를경계하고수상한점을
여러분의감독자나준수와윤리에보고.

• 로비를포함하는모든정치적활동에대한
모든재무적, 윤리적법/규정과기타
법/규정을철저히따름.

• 우리가 일하는곳의다른문화와공동체
문제를이해하고존중.

• 여러분이정부계약을다루면 CEVA의정부
계약정책과적용가능한법/규정을완전히
이해하고따름.

• 장점과공개경쟁만토대로해서업무를
경쟁하고 수주해서수행.

• CEVA의독점금지와경쟁법정책그리고
일체의독점금지와경쟁법을따름.

• CEVA를대표하기전에무역, 산업또는전문
조직참가승인을받음

• 적용가능한모든수출입관리법, 제재와
CEVA의전체적무역준수정책을엄수.

• 적용가능한반(反) 보이코트법률을준수.

• 당사의데이터프라이버시정책과적용
가능한모든데이터프라이버시법을따름.

• 우리동료의프라이버시를존중.

• 우리의총체적기록과정보관리(TRIM) 

정책을토대로요구되는한, 여러분의기록과
정보를종이문서나전자형식으로유지. 

• CEVA를위해사회미디어를정식으로
사용하면먼저승인을받아좋은판단을
사용.

• 문의를받으면적절한부서에연락.

• 법이나규범의위반이나의심되는위반을
여러분의관리자, 준수와윤리또는준수
핫라인에보고.

• 장부외거래를하거나 이중장부를작성. 

이것은엄격히금지.

• 여러분자신의이해관계가상충되거나
심지어 CEVA의이해관계와상충되는
것으로나타나는여하한활동, 관계나상황에
가담. 

• 여하한 형태의돈세탁에가담. 

• 사전승인없이 CEVA를대리하여일체의
정치적또는자선기부에참여.

• 여하한정부관리가계약하는고객이나
공급자에게사전승인없이선물이나향응을
제공.

• 가격, 입찰, 이익, 고객이나지역할당또는
기타판매조건과조항을경쟁자와협의하면
안되며 어떠한경쟁자와도절대로이런
것에동의하면안됨.

• 어떤사람, 주체나국가를배척하기위해
보이코트나협약에참여. 

• 여러분은여러분이가질수있는일체의
개인적연(緣)을토대로누구와 CEVA 

업무를할것인지결정하면안됨.

• 금지당사자또는포괄적제재를받는국가와
업무를촉진하거나수행.

• 문서보전통지 (DPN)를받았다면, 실제의
소송이나 정부조사와연계된기록이나
정보를삭제하면안됨.

• 여러분은사회미디어를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신분이나믿음이
CEVA의것인양내세울수없음.

• 대중의영역에있지않은정보를회사외
여하한자의이익을위해공개.

• 알려지거나의심되는위반을보고한여하한
자에게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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