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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여러분,

시만텍은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명이며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선두 주자인 시만텍의 위상은 
시만텍의 탁월한 기술뿐 아니라 윤리적 기업, 즉 모든 활동에서 정직과 책임을 
실천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정보를 맡기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엄격한 윤리 기준 및 거버넌스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만텍 비즈니스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책임 문화가 요구됩니다. 윤리적 행동과 정직이야말로 시만텍 비즈니스 
성공의 초석입니다. 

기업 윤리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시만텍은 전사적 범위에서 
가장 엄격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적용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항상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의 
가치와 기준을 담은 시만텍 윤리 강령은 시만텍의 비즈니스 수칙 및 정책뿐 아니라 
시만텍이 기대하는 윤리적 행동 양식과 연계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시만텍 임직원, 
자회사, 기타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시만텍은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시만텍 윤리 강령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기업으로서 솔선하고 혁신하며 
성장하고 성공을 거두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만텍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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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의 사명

시만텍의 방식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직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중요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충실하며 공감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시만텍을 신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정보를 맡기므로 우리는 팀 및 회사 차원의 행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무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직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중요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충실하며 공감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시만텍을 
신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정보를 맡기므로 우리는 팀 
및 회사 차원의 행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만텍 윤리 강령은 시만텍이 모든 직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의합니다. 이는 모든 사외 이사 및 계약업체와 
같이 시만텍을 대변하는 타사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시만텍이 말하는 올바른 판단 및 윤리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여러분의 일상 업무에서 어떻게 시만텍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업무상 겪을 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윤리 강령을 읽고 길잡이로 활용하십시오.

의구심이 들 때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고객이 시만텍에 의혹을 갖게 하거나 
팀원에게 불리한 업무 환경을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은 삼가십시오.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루며 올바른 행동으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원칙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팀원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러한 
행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 기준은 어떠한 절충이나 
임시방편 없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모든 팀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시만텍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각 나라의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여러분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정책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모든 정책 문구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각 
정책에서 다루는 쟁점 및 관련 요건이 본인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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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청하십시오. 일부 정책 및 해당 정책이 본인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매니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 법무 팀, 인사 팀, 기타 관련 시만텍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오.

• 여러분의 의사가 전달될 때까지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모든 
팀원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는: 서면이나 
구두로 확실히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3의 외부 기관에서 EthicsLine을 운영하며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는 
신고 내용을 기밀로 간주하고 검토합니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서도 신고자의

시만텍의 사명

모두에게 부여된 책임

주의를 환기시키고 남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윤리 강령 및 관련 정책 위반을 포함한 잘못된 
윤리적 또는 법적 결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최악의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뿐 아니라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윤리 강령의 개정 또는 
면제를 승인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할 책임은 시만텍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에게 
있습니다. 경영진 또는 이사가 본 윤리 강령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승인하고 그 사실을 면제 사유와 함께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28771/index.html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28771/index.html


시만텍 윤리 강령6

리더십 청사진

시만텍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원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최고의 팀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들이 격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십 청사진은 시만텍이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합니다. 시만텍에서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길을 소개하며 이는 모든 팀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행동 양식은 리더가 시만텍이라는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선진 청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길잡이가 됩니다. 

• 행동으로 정직을 입증하고 솔선수범하십시오. 모든 리더가 
앞장서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면서 
팀 전반에 정직, 회사의 가치, 올바른 비즈니스 판단을 
중시하는 의식 구조가 자리잡게 하십시오. 

• 팀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윤리적 행동이 비즈니스 
결과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 팀원들에게 모든 사람의 정직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음을 확실히 알리는 한편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팀원의 올바른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 팀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영역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책임 영역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주지하게 하십시오. 컴플라이언스를 모니터링하고 

성공을 위한 리더십

능률적이면서 편리하게 이 책임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알맞은 제어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 직원 및 계열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타사도 시만텍의 
정책 및 관련 법률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십시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employee-experience/leadership-bluepri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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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문화
우리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 팀으로서 성과를 
거두는 방식에 대해 우리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의 문화

기업의 책임 및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시만텍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 및 가치의 
초석이며, 이를 통해 시만텍의 선진 문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은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STEM 및 사이버 보안 
교육에 투자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안전하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용성을 입증하는 글로벌 
인재 기반

우리는 앞서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계에 
도전하고 서로 사기를 북돋우며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위해 다양한 경험, 아이디어, 
견해을 가진 팀을 조직하고 최상의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스스로 
또는 서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별한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차이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디지털 세상의 안전에 
중요하므로 우리 모두와 고객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기업 시민이 되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육에 
투자하고 자원 봉사를 장려하며 자선 및 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약속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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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문화

공정한 고용을 위한 수칙

시만텍은 기회 균등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장점, 
경험, 잠재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혁신의 동력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 
및 사고에 도전하는 관점과 기술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시만텍에서 인종, 피부색,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출신 국가, 
혈통, 종교, 심신 장애, 나이, 병역을 포함하여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각종 특성이 업무 능력 및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시만텍은 차별이나 괴롭힘 
없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의 글로벌 인재 기반 포용성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다양성과 포용성

시만텍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재 기반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자아의 모습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합니다. 시만텍은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미래를 구상하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안전, 보안 

여러분은 시만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련 법률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시만텍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의 기업 보안 및 안전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hr/global/home/policies/workforce-inclusion.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policy-repository/corp-safety-secu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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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문화

환경에 대한 존중

시만텍은 글로벌 차원에서 환경에 안전한 방식으로 
경영하고 공급망에서 윤리적 및 사회적 기준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일터인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책임이 있습니다. 시만텍은 업무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시만텍의 환경 정책 
강령에서는 시만텍이 비즈니스 전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커뮤니티 투자

시만텍은 모범적인 기업 시민의 자세로 경영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커뮤니티, 주주, 이해 관계자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만텍의 커뮤니티 
투자 모델은 전략적이며 비즈니스 우선 과제와도 상통하므로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자금 및 제품 
기부, 직원의 시간 및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권

시만텍은 세계 인권 선언,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조약, 
국제 인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및 관련 
리드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시만텍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시만텍 직원 및 벤더도 본 강령에 소개된 정책 및 
시만텍의 인권 정책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만텍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절차를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시만텍의 벤더 및 공급업체가 
시만텍 글로벌 공급업체 윤리 강령 및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윤리 강령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Environmental_Policy_Statement_12July2013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Environmental_Policy_Statement_12July2013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Human_Rights_Policy_30January2013_int.pdf
https://www.symantec.com/theme/procurement-code-conduct
http://www.eiccoalition.org/standards/code-of-conduct/
http://www.eiccoalition.org/standards/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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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 보호

시만텍은 업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서 시만텍 
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 정보(총칭하여 
"위탁 데이터")를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최선의 노력으로 위탁 데이터를 
보호하고 시만텍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위탁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만텍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이행하고 시만텍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팀에 문의하십시오.

기밀 정보 보호, 공개, 수신

시만텍 직원은 기밀 정보와 독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만텍 기밀 정보는 말 그대로 "기밀"은 가격 
데이터, 사업 전략, 매출 기록, 소스 코드, 기술 정보 등 모든 
비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시만텍 자산에는 (물리적인) 
유형 자산 및 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만텍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우리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우리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칙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공유하려 합니다.

용도 제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합니다.

데이터 최소화. 우리는 우리의 용도와 관련 있고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합니다.

정확성.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최신 
버전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보존. 우리는 지정된 합법적인 용도에 필요한 기간에 
한해 개인 정보를 보존합니다.

정직과 기밀성. 우리는 항상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신중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책임감. 우리 모두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따르고 개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privacy.html
mailto:privacyteam%40symantec.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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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법무 팀의 도움을 
받아 시만텍 기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만텍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만텍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기밀 정보는 적합한 보안을 보장하고 무단 또는 불법 처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취급됩니다. 글로벌 보안 오피스(Global 
Security Office)에서는 여러분이 정보 보안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시만텍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 및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타사의 기밀 정보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외부 직원 
또는 기업이 다른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기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경계하십시오. 사사로이 기밀 정보를 수신할 경우 
시만텍이 해당 정보를 오용한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시만텍과 타사의 자산 보호

자산에는 유형 및 무형 자산, 비즈니스, 기술 정보가 
포함되는데, 시만텍의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고 자산이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필요 시 기밀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만텍 자산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무역 준수 조항 

시만텍은 모든 수출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각 시만텍 사업장은 시만텍 무역 규정 준수 팀에서 마련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입 및 고객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 규정은 타국민이 관련된 각종 활동, 
이를테면 현장 방문, 교육, 채용, 제품/소프트웨어/기술 
데이터 전송 등에 적용됩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특정 국가 및 해당 국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한 일부 당사자에게 임의의 국가를 
보이콧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조항에 동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전 세계의 시만텍 및 그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시만텍의 무역 규정 준수 
팀과 상의하여 본인의 활동이 특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 대상이라면 충실히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gso/sgrc-landing-page/policy-standards-mgmt.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lobal_Global_Trade_Compliance_Corporate_Policy_01August2014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global-trade-compliance.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global-trade-compli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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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촉진
시만텍은 대담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전 세계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꿈과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 시만텍은 지적 재산을 
창출하게 됩니다.

지적 재산

시만텍의 지적 재산은 비즈니스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지적 재산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소스 코드 및 개체 코드, 마케팅 계획, 고객 및 직원 연락처 
정보, 기타 기밀 정보나 독점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만텍은 
여러분과 같은 인재,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 
관련 지적 재산의 보호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수행 중에 개발하는 지적 재산은 시만텍의 강점으로 
작용하며 여러분은 

•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타인의 지적 재산 및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떤 
기밀 정보도 잘못 사용되거나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만텍은 제출자가 기밀로 간주할 수 있는 불법적인 
제안, 이를테면 불법적으로 제시된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시만텍의 R&D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이 뜻하지 않게 외부인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불법적인 제안을 받은 경우 즉시 시만텍 제품 법률 지원 
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만텍 법무 웹 사이트에서 
특허 및 지적 재산 관련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mailto:pls%40symantec.com?subject=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pat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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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행동

이해의 상충

우리는 여러분에게 시만텍 외부의 삶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업무 외에 합법적인 경제 활동, 비즈니스 
활동,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만텍 직원으로서 솔선하여 정직, 투명성, 청렴을 
실천합니다. 시만텍 직원은 시만텍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동하고 개인적 이익 또는 분열된 충성심에 
좌우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만텍을 위한 직무 수행 및 개인적 활동에서 피상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려 합니다. 최고의 
판단력을 발휘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구심이 들 때는 질문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이해의 상충은 보고해야 합니다.

• 사외 고용 관계, 기타 봉사 활동 또는 자선 활동. 
시만텍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사외 고용 관계 및 기타 
활동이 시만텍에서 맡은 직무와 관련된 판단, 결정 또는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만텍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저해하지 않으며 시만텍의 정보 또는 자산을 잘못 
사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시만텍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분이 
"직원", "컨설턴트", "계약직", "소유자", "투자자" 또는 
"자원 봉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올바른 판단

여러분의 사외 활동, 경제적 이익, 업무상 
선물 및 접대 수수가 분열된 충성심을 
초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시만텍을 위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 
보상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의 직무 수행 방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동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만텍 외부자, 이를테면 파트너, 
고객, 주주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실이 온라인에 또는 신문에 
보도되더라도 여러분은 개의치 
않을까요? 일반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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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이사직. 다른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리더십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해의 상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수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기업에서의 경제적 이해 관계. 여러분은 시만텍 
고객, 채널 파트너, 공급업체,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경쟁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을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 관계에는 
투자, 소유, 채권자 관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여러분의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거나 분열된 충성심으로 
드러나거나 시만텍에서 맡은 직무 때문에 개인적 혜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직한 행동

• 업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적 혜택 또는 이익. 시만텍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개인적 혜택을 
받을 경우 분열된 충성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만텍 또는 시만텍 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시만텍으로부터 받는 보수 이외의 어떤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속한 시만텍 조직이 가족, 친구, 기타 긴밀한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계열사와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해당되며 그러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시만텍과 
제3자(예: 고객, 벤더,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이해 관계자 
거래, 즉 시만텍의 이사나 임원이 (이사, 임원, 지배주주 
등의 신분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물질적 이해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무 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험 신호

• 다른 후보를 제치고 배우자,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 채용

• 시만텍 벤더 또는 파트너사에서 0.5%가 넘는 
지분 보유

• 정규 업무 시간에 또는 시만텍 자산을 사용하여 
사외 역할 또는 사외 이사 직책과 관련된 임무 
수행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legal/documents/Corplegal-Governance/Symantec-Related-Parties-Lis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corporate-leg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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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와의 관계.사내 연애는 이해의 상충 또는 그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직원이 시만텍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업무 배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인사 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와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거래에 
활용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이 왜 
중요합니까?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적 및 실적 예측 관련 정보

신제품 또는 개발 관련 정보

계약 또는 비즈니스 관계 관련 정보

소송 또는 조사 관련 정보 

인수 또는 매각 논의 관련 정보

이러한 정보를 거래에 활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당사자는 징계, 처벌 심지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시만텍의 모든 관계자는 타인에게 회사 또는 해당 공급업체, 
고객, 기타 타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내부자 거래 및 주식 정보 제공은 시만텍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시만텍에 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임직원은 시만텍 주식을 사고팔 수 없으며 
그 정보를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Rule 10b5-1 플랜에 의거한 

이해 상충 보고
본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모든 
팀원이 이해의 상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EthicsLine을 통해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 모든 잠재적 
상충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EthicsLine은 
여러분에게 해당 관계의 세부 정보를 제출하고 
매니저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후에도 시만텍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실제 이해 상충을 해결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모든 직원은 향후 어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철저히 투명하고 승인된 방식으로 
외부 활동을 수행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2877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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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각자 시만텍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손실, 오용, 
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고를 
경계하십시오.

거래를 제외하고 분기별 매매 제한 기간 동안 어떠한 시만텍 
주식 거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은 거래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거래를 검토하고 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만텍 법무 팀과 
상의하십시오. 중요한 비공개 정보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만텍의 내부자 거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회사 자산의 개인적 사용

시만텍은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 시스템, 기타 장비 및 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부수적인 개인 활동에 이러한 자산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사용에 관한 모든 시만텍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로 시만텍 자산을 남용할 경우 시만텍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시만텍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위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직무 성과 및 시만텍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만텍 자산도 불법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든 시만텍 자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를테면 음란물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도박 사이트, 타인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시만텍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corporate-legal.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Insider-Trading-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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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만텍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시만텍의 가치를 
입증할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단결하여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합니다. 고객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중심이 됩니다. 시만텍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정직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시만텍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정직, 우리는 시만텍에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하되 고객, 채널 파트너, 공급업체,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경쟁업체뿐 아니라 시만텍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과 관습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시만텍은 모든 직원이 
시만텍을 위한 직무 수행에서 현지 법률, 규정, 정직 및 
공정성의 기준을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약 체결 수칙

시만텍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또는 그 
밖의 약정을 체결할 때 적합한 계약서 형태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서명 권한 정책(Global Signature Authority Policy), 
글로벌 재무 승인 권한 정책(Global Financial Approval 
Authority Policy, GFAAP) 등 시만텍의 권한 위임 정책에 
의거하여 적절한 권한이 제공된 경우 시만텍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급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게 할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정부와의 협력

우리는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정부 기관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매 또는 구매 활동이나 
기타 영역에서 시만텍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윤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진실하고 청렴하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만텍 파트너 개발 
지원 펀드(Development Fund) 정책 및 제3자 중개 정책이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와의 협력

시만텍 리셀러, 총판, 기타 채널 파트너는 시만텍의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널 파트너는 
독립적인 사업체이며 시만텍과 채널 파트너의 관계에는 
독과점 금지법, 경쟁 관련 법, 기타 법률이 적용됩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corporate-legal/global-signature-authority-policy.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accounting-ops/Global-Financial-Approval-Authority-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accounting-ops/Global-Financial-Approval-Authority-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lobal_Symantec_Development_Fund_Policy_05October2015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lobal_Symantec_Development_Fund_Policy_05October2015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Global_Third_Party_Intermediary_Policy_21September2015_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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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은 채널 파트너가 시만텍 정책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시만텍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널 가격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비즈니스

정부 기관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는 상업 
고객과 관련된 규칙과 함께 아래 규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 고객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허용되는 것이 정부 
공직자를 상대할 때는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관 고객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고객이거나 최종 고객일 
경우 관련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으며 시만텍이 더 이상 정부 공공 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만텍 공공 부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부패 방지

• 우리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솔직합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거래를 체결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나 부적절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 및 파트너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금품 또는 
기타 유가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정부 공직자"란 누구입니까? 
"정부 공직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일하거나 그러한 곳을 대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공립 학교, 병원, 통신 서비스 
회사, 금융 기관 등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부 공직자를 상대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뇌물 금지법 준수와 관련하여 
다른 의문점이 있을 경우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는 상업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 
적용되지만, 글로벌 부패 방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미국 
해외부정거래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등 모든 
뇌물수수 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우리의 협력업체도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협력업체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려할 점이 있으면 경고하고 
보고합니다.

• 우리는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거래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nam-lamc-legal/public_sector.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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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선물과 접대

우리는 책임감 있게 시만텍 자산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결코 
비즈니스 거래와 연관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제3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로지 선의의 
목적에 한해 선물, 식사, 여행, 접대를 주고받습니다. 
시만텍의 글로벌 부정거래방지 정책(Global Anti-Bribery 
and Corruption Policy)에는 우리가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접대의 금액 한도 및 승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수수자의 소속 회사에서 정한 
한도와 시만텍 글로벌 부정거래방지 정책에 규정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유가품(예: 무료 제품, 선물, 식사, 
접대, 포상, 여행)을 제안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계약을 통해 합의된 것 이외에 (구두 또는 서면) 이면 
합의를 통한 약속. 이는 시만텍의 매출 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관 고객을 상대로, 특히 진행 중인 거래가 있을 경우 
식사 또는 접대 제공. 이는 뇌물 수수 또는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호화로운 여행 제공.

"얼마 전 한 전략적 파트너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파트너가 보낸 
선물이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금지

시만텍 글로벌 부정거래방지 정책

에 명시된 지출 한도 이내

관례적으로 비즈니스 선물로 간주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어떤 의무나 상호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

법에서 허용하는 것

파트너의 선물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것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의 글로벌 부정거래방지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경우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mailto:XRM-ethicsandcomplnc%40symantec.com?subject=
mailto:XRM-ethicsandcomplnc%40symantec.com?subject=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Anti-Corruption_Policy.pdf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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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경쟁업체

글로벌 기업인 시만텍은 공정한 경쟁과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경쟁자 간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독과점 금지법, 경쟁 관련 법, 기타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만텍의 글로벌 독과점 금지 및 
경쟁 정책(Global Antitrust and Competition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 시만텍은 어떤 시만텍 경쟁업체와도 경쟁 관계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구역 분할, 고객 
할당을 기본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업체와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 즉 
비공개 정보, 향후 가격 결정에 대한 정보, 판매 조건, 비용, 
이윤, 재고, 마케팅 계획, 이와 유사한 기타 기밀 정보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 동향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완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시만텍의 명성은 경쟁업체에 대한 도발이 아닌 시만텍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치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발언은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하며 완전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업체

시만텍 공급업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시만텍은 
제품, 서비스, 가격, 비즈니스 프랙티스의 장점을 평가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여러분은 시만텍에 유익하고 시만텍의 평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만텍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매 팀의 도움을 받고 글로벌 
소싱 및 구매 정책(Global Sourcing and Procurement 
Policy)을 따라야 합니다. 

• 여러분은 사업 관행에서 노동 기준 또는 환경 보호에 
관한 현지 법률이나 기본 국제 규약을 어기는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은 항상 전문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공급업체를 
대하고 적절하게 모든 거래를 문서화하며 시만텍에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또한 모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구매 팀과 협력하여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기밀로 간주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
•  경쟁업체와 가격 결정과 같은 비공개 정보를 

논의하는 것

•  불법적인 수단으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것

•  경쟁업체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에게 기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

•  경쟁 관련 정보를 구하면서 본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속이는 것

•  불법적인 수단으로 비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  경쟁업체에 대한 주문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것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Global_Antitrust_and_Competition_Policy_13August2012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ethics-compliance/global_Global_Antitrust_and_Competition_Policy_13August2012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finance/source2pay/procurement/procurement_contacts.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global-ops/global_Sourcing_and_Procurement_Policy_30May2014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global-ops/global_Sourcing_and_Procurement_Policy_30May2014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global-ops/global_Sourcing_and_Procurement_Policy_30May2014_int.pdf


시만텍 윤리 강령21

여러분이 시만텍입니다.

홍보

모든 팀원은 모든 비공개 정보를 기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미디어, 금융 분석가, 투자자, 업계 분석가, 입법 
기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을 경우 홍보, 투자자 관리, 
분석가 관리, 정부/공공 기관 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자 또는 시만텍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이를테면 주문, 매출, 실적 예측과 같은 미래 예측 정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만텍 
홍보 또는 투자자 관리 팀의 담당자를 통해서만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배포 및 모든 미디어 접촉은 시만텍 
정책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 업무 또는 기능에 배정된 홍보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홍보 
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시만텍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문의에 답변할 기회를 거절하고 해당 시만텍 
대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블로그, 사용자 
포럼, 채팅방, 게시판 등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시만텍을 대표하여 발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 마케팅, 세일즈 수칙

여러분은 마케팅 또는 세일즈 활동에서 시만텍 또는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만텍 브랜드 보호

시만텍 브랜드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다른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만텍 브랜드가 
무단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보 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업체 
또는 제3자가 광고, 프로모션 자료, 고객 참조 자료 등에 
시만텍 이름, 로고, 기타 브랜딩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팀원은 공사의 영역 모두에서 시만텍의 가치, 
브랜드, 명성을 대표하는 친선 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https://www.symantec.com/about/newsroom/media-contacts
http://investor.symantec.com/About/Investors/Investor-Resources/Investor-Contacts/default.aspx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sites/analyst-relations.html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syminfo/en/legal/government-affairs.html
https://www.symantec.com/about/newsroom/media-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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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시만텍입니다.
정치적 기부 및 활동

정부의 정책은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시만텍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투자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만텍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고 시만텍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합니다. 

• SymPAC. 시만텍은 독립 법인인 Symantec Political 
Action Committee(SymPA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엄선된 연방 선거 입후보자와 관련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SymPAC 위원회, 정부 기관 응대 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서 사전에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시만텍의 자금 또는 자산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정치적 기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만텍의 모든 기부 
활동은 시만텍 공용 웹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 개인의 정치 활동. 여러분의 커뮤니티 및 정치 과정 참여는 
권장되지만 여러분이 시만텍을 위해 또는 시만텍을 
대변하여 발언하거나 행동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선택한 정치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나, 시만텍이 직원의 개인적 
기부에 대해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글로벌 정치 기부 정책(Global 
Political Contributions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Political-Contributions-Policy.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Political-Contributions-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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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대변자

재무 및 회계 수칙

상장 기업인 시만텍은 엄격한 회계 원칙 및 재무 보고 
기준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은 시만텍의 매출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재무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적인 감사자를 임명하고 
보수를 지불하며 그 업무를 감독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자가 회사의 재무제표 및 공시 문서를 검토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회계 및 재무 보고와 관련하여 법을 
어길 경우 시만텍의 명성이 타격을 입고 벌금, 처벌 심지어 
구속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률, 비즈니스 
윤리 또는 본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이를테면 그러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래나 관계에 대해 즉시 최고 재무 채임자, 법률 고문 
또는 이사회의 감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

우리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각종 문서, 비즈니스 기록, 
정보 자산(종이 문서 및 전자 형식)을 생성하고 보존하며 
폐기합니다. 시만텍 법무 팀의 보존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기록은 비즈니스, 회계, 법률과 관련된 
이유로 시만텍의 글로벌 기록 관리 정책(Global Records 

Management Policy) 및 기록 보존 일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 팀에 
문의하십시오.

소송, 법적 절차, 조사

여러분은 법원 명령이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받을 
경우 또는 민간 단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소송, 법적 절차, 
조사에 연루될 것임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시만텍 법무 
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만텍 법무 팀이 외부 변호사와의 
교섭을 처리할 것입니다. 소송, 법적 절차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변경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며 요청 시 
신속하게 작성하여 시만텍 법무 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거래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거래합니다.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lobal_Global_Records_Management_Policy_19June2015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lobal_Global_Records_Management_Policy_19June2015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legal/documents/crrp/SYMC_Retention_Schedule_SD.pdf
mailto:legal_operations%40symantec.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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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대변자
미국 법률에 따라 변호사-고객 간 비밀유지특권은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시만텍 변호사에게 보내는 기밀 서신 및 
시만텍 변호사가 시만텍의 활동에 법적 조언을 적용하기 
위해 보내는 서신에만 적용됩니다. 시만텍 변호사의 지시가 
없는 한 이러한 서신을 복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되며 알 
필요가 있는 시만텍 직원에 한해 가급적 인원을 최소화하여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송 또는 기타 법적 분쟁에서 

시만텍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참여할 경우 시만텍 법무 
팀의 사전 승인 없이 시만텍 사내외의 누구와도 그 사실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소송, 법적 절차 또는 조사 
과정에서 시만텍 법무 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글로벌 법적 절차 정책
(Global Legal Process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신호
•  출장 및 접대 비용을 부풀리거나 잘못된 근무 

시간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확한 재무 
기록 작성

•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기밀 정보 배포

•  자산 위험 또는 손실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음

•  시만텍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보상받음

•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시만텍의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에 대해 논의

•  이전 직장 또는 경쟁업체의 독점 정보나 기밀 
정보를 시만텍에 유리하게 사용

•  사외 직책 또는 향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시만텍의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 유출

•  인터넷 블로그와 같은 외부자에게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개

•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종사자와 대화

•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컨텐트 또는 
업무와 무관한 컨텐트가 있는 웹 사이트 방문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obal_Legal_Process_Policy_12August2014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legal-policies/gobal_Legal_Process_Policy_12August2014_int.pdf
https://syminfo.symantec.com/content/dam/syminfo/policy-repository/global-ops/global_Travel_and_Expense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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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권리

문제 제기 방법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동료의 정직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인 관계나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태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려할 문제를 가급적 일찍 공론화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팀원이 말할 권리를 갖고 자신 있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잠재적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의에 따라 우려하는 
문제점을 이와 같이 적합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본 강령, 회사 정책 또는 절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느껴지거나 생각되거나 믿어지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걱정된다면 또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했다면 당장 알리십시오! 문제를 무시하면 여러분 역시 
그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시만텍은 본 강령의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만텍은 모든 보고를 자세히 조사하고 적절히 
조치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시행을 보장합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합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시만텍 기업 정책에

이 결정이 고객, 주주, 공급업체, 파트너, 
경쟁업체, 커뮤니티, 다른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결정이 공개될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이 결정이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했습니까?

다른 조언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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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권리

말할 권리를 위한 지원

• 매니저: 시만텍의 매니저는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개방적인 태도로 소통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 문제점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 OEC: 여러분이 직접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Office of Ethics & Compliance, OEC)에 기밀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익명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의심 
사례가 재무, 회계, 감사, 금융, 기타 뇌물 금지 영역과 
관련될 경우 기밀 유지를 위해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 인사: 인사 팀은 언제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려면 HR ServiceExchange를 
이용하십시오.

• 기타 채널: 안심하고 내부 감사 팀 또는 감사 위원회 등의 
부서에 문제점을 알리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보고 체계에 
속하지 않지만 신뢰할 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다른 창구를 
이용해도 됩니다.

보복 금지

여러분이 시만텍 정책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어떤 보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고자는 징계를 받을 수 

EthicsLine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법률 또는 회사 정책 위반 의심 사례,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 등의 문제점을 보고할 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복을 당한다고 느낄 경우 즉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에 알리십시오.

참고: 본 윤리 강령을 수정할 경우 시만텍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공시해야 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번호는 웹 사이트 참조)

기밀 보장 • 글로벌 •  
통역 이용 가능 

연중무휴

ethicsandcompliance@
symantec.com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28771/index.html
https://symantec.service-now.com/logout_redirect.do?sysparm_url=https%3A%2F%2Fsymc.sam.symantec.com%2Fssg-saml%2Fsaml%2FuserData%3Fid%3D22f04730-13b6-418d-92f9-5bb1504ed201%26SAMLRequest%3DnVNdj9owEPwrkd%252Fz4UACZxEqCqqKdL0ioH24N2Nv7iwldup1gPv3dQLHUalHq3vxg3c8Mzu7niCvq7Rhs9Y96zX8agFdcKwrjexUKUhrNTMcFTLNa0DmBNvMvt2zNEpYY40zwlQkmCGCdcroudHY1mA3YPdKwI%252F1fUGenWuQxTG%252B1Fw7EBGeiqE2h0iYmgQLr6s07wj%252BgHsor6PLO4%252BNEZ%252FCzlvcH62nWnDHPylZpGmZDEeDJKSDXR4O6ViGd2l5F2a7Hc2SIcg0oST4YqyAvt%252BClLxCIMFyUZDNw3wAY8gGWZZkdEhhkOVUjhIqRT4elyWFkQfiiiOqPbw9RWxhqdF5gwXxAnlI0zBNt3TEUsqSUTTO80cSrM5JfVZaKv10O9bdCYTs63a7ClffN9ueYK8k2AeP%252Fp9Ef4LFPk1PSKaTfpqsd2uvB3zbCH%252BdKpn%252BS3ESX0ucBRvW2V0uVqZS4iWYVZU5zC1w51twtoV%252BGjV377ugEe1vlAzLHsqg5qqaSWkBkcQXofPyguxH67fQwdEFc1M33CrsgoAjF%252B4SxTVsXvlG11B%252BKJibMMFEx%252B2vu8U5GCu7RQDhfW4t19gY616T%252B5uj6bn4Tn9v5esPPP0N%26RelayState%3Dhttps%3A%2F%2Fsymantec.service-now.com%2Fsaml_redirector.do%3Fsysparm_uri%3D%2Fhr%2F%26SigAlg%3Dhttp%253A%252F%252Fwww.w3.org%252F2000%252F09%252Fxmldsig%2523rsa-sha1%26Signature%3DO3MLugLkW9%252F0JQYbPN%252BW7U7S%252Bl3ZGu2%252FG6nsJYpOblJU%252Bd7l98bepIa4diUoOBxiWCLDp5VWl1gz54GgaxIaAQ%252BAvplroMamyz83y6A0rtCNqp2ihRr9Behtq0CdkZMczVs7ZI%252BBbOAgjqkKD4uTzSh0cejeW64YqsIrqRYXmf4%253D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mailto:ethicsandcompliance%40symantec.com?subject=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2877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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