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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까다로운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전력 및 센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을 주도합니다. onsemi의 직원들은 열정을 갖고 

뛰어난 품질,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미션

Intelligent Technology. Better Future.

슬로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주도합니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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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개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본질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onsemi의 대리인으로서 정의합니다. 우리는 
수익성 있는 성장, 세계 수준의 운영 실적, 모범적 
품질 등에 중점을 두고 고객 및 주주가치 제공을 
지향하는 성과 중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청렴, 
존중 및 진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훌륭한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청렴
우리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며 우리는 진성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제품과 개별 행동에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윤리적 행동에서 최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적시에 책무를 
이행합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논의나 질문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업무 분위기 속에서 사실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객관적으로 
문제에 대처합니다. 일단 결정이 나면 우리는 그 
결정을 지지하며,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적 행동에서 최고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존중
우리는 서로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견해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배경과 경험의 
다양성이 큰 장점임을 인식하여 서로에게서 최대의 
능력을 이끌어 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합니다.

진취성
우리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세와 함께 
승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행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일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우리 
각자는 onsemi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는 직원과 
임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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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mi의 직원, 임원, 이사로서 우리는 당사의 
강령과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공급업체, 대행업체, 
컨설턴트, 라이선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우리와 유사한 원칙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제3
자 누구에게도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활동에 
관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도 우리는 모든 현행 법률,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강령과 국내 
법률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거나 행동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의심되는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관해 
질문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관리자, 감독관, 
비즈니스 윤리 연락사무관("BEL"), 최고준법책임자

("CCO") 또는 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 
부사장("VP, Ethics and CSR")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사의 강령이나 법률을 실제로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직속 관리자, 
감독관, BEL,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서나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하고 싶으면(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준법 및 윤리 헬프라인

(“Ethics Helpline”)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onsemi는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의 
회원사입니다. 회원사가 되었다는 것은 당사의 
공급망뿐 아니라 당사의 모든 내부 운영방침을 통해 
RBA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영 
및 운영 인력은 RBA 규범을 숙지하여 각자의 책임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RBA 규범은 다음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responsiblebusiness.
org/standards/code-of-conduct/.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목적

유한책임 및 무한책임

본 강령은 회사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우리 자신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지침 역할을 하며, 
onsemi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 많은 
법률에 대해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물론, 
법률을 준수하는 것만이 윤리적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에 
부응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강령은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본 강령은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정책과 리소스를 
식별하여 우리 자신과 onsemi를 위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강령에서 다룬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회사의 
모든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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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및 감독관의 추가적인 책임

감사, 조사 및 징계조치

우리 모두는 당사의 강령 및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의 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와 감독관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당사의 윤리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감독관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료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onsemi
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관리자 또는 
감독관은 해당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부서나 인사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는 실제 또는 의심되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한 보고를 조사합니다. 보고 내용은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로 취급됩니다. 
당사의 CCO 및 VP, Ethics and CSR은 회사 내부 
감사부서와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당사의 강령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강령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해고를 
포함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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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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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구하기

자문을 구하고 우려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회사의 
윤리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사는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우려사항이 있으면 경영진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윤리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윤리 헬프라인을 이용할 때는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익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의에 의한 모든 보고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되므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당사의 강령, 회사 정책 또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의로 믿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반 
사항을 목격하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오.

•	 BEL

•	 CCO

• 법무부서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

• 관리자 또는 감독관

• 윤리 헬프라인

도움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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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금지

법률이나 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보고해야 합니다. 선의로 우려를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려사항은 "선의"로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시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선의로 보고한 사람에게 보복성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위 
보고 역시 용인되지 않으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보복 금지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우려사항 보고

윤리 헬프라인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전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nsemi 임직원들이 구사하는 
모든 언어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는, 아래에 
나온 웹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윤리 헬프라인에 
질문을 하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 헬프라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윤리 헬프라인은 당사가 입지를 공고히 구축한 모든 
국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리 
헬프라인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든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윤리 
헬프라인과 관련된 최신 정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CO, 법무부서, BEL에 문의하여 최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윤리 헬프라인:
미국: 1-844-935-0213
기타	모든	지역:

국가별 세부 정보는

본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helpline.onsemi.com
CCO 직통	전화: 1-602-244-5226
VP, Ethics and CSR 직통	전화:  
1-602-244-6888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1-29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67529/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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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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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mi 자산의 보호

우리는 회사와 주주들이 우리에게 위탁한 회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이 손실, 손상, 오용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금, 제품,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들 자산을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자원의 일부를 부수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회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onsemi 소유의 컴퓨터, 
서버, 시스템, 전화, 음성 메일 시스템, 책상, 사물함, 
캐비닛, 차량 및 기타 회사 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회사 자원에 대하여 onsemi가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비밀번호나 
자료 보관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 
문서, 이메일, 음성 메일, 문자 메시지 등 onsemi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거나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나 
기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전, 감독, 보안 
또는 기타 우려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onsemi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현행 국내법에 따라 회사 
구내에 있는 사람과 자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
onsemi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 정보 및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질문: 저는 현재 onsemi의 공장에서 수 년 동안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료들과 매우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내 동료 중 한 명이 회사에서 귀한 금속을 훔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처음에는 보급품 
창고에서 그녀가 일부 물품을 슬쩍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제품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제품을 훔쳤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고해야 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료가 누락된 
자재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그녀의 행동을 관리자나 감독관, CEL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료가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우려사항을 보고한 사람에게 누구도 보복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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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정보 및 독점 정보

우리 모두는 회사의 기밀 정보와 독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업무상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로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onsemi의 동료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 및 독점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세스, 기법, 
편집 자료 또는 제조법. 

•	 고객 계약 및/또는 가격 정보. 
•	 비즈니스 제안 및/또는 고객의 제안 요청에 

대한 답변. 
•	 회사 예산 정보와 데이터. 
•	 비공개 회사 재무 데이터, 분석자료 또는 

보고서. 
•	 신제품 또는 새로운 공정을 위해 작성된 기술 

자료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록부, 노트북, 개발 
폴더, 도면 등. 

•	 시장 계획, 제품 로드맵 또는 위험 평가. 
•	 언론 보도자료 (공식 발표 전). 
•	 개인 파일, 직원 개인 정보 (급여 데이터, 개인 

또는 가족 기록 등), 의료 기록. 
•	 장기 사업 계획 및 전략적 사업 계획. 
•	 컴퓨터 비밀번호. 

업무상 기밀 정보 및 독점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받기 전에 제3자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의무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기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기밀정보,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및 기타 유사한 약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자료(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포함)를 사용 또는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추가적인 내용은 독점 기밀 정보의 분류, 마케팅 
및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들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추가적 공개 제한에 관해서는 본 
강령의 “국경간 거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onsemi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했던 새로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회사들의 컨설턴트로서 이 프로세스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안 됩니다. 엔지니어링 및 기타 프로세스는 우리 회사의 기밀 독점 정보로 간주되므로 onsemi
의 외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면 우리의 평판이 훼손되고 경쟁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기밀 독점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공유하기 전에 해당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타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강령의 11 “이해 상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8-13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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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사용

우리는 직원, 고객 및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적절한 보호장치를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직원들은 
해당 정보를 부적절한 사용 또는 무단 사용이나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모든 회사 정책과 보안 규약 및 우리 업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제3
자의 데이터와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 역시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한 
우리는 제3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 정보를 회사 외부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법무  부서나 인사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회사는 직원들이 소셜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탐색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판단과 상식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 진취성, 
청렴 및 존중을 중시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온라인 세계에 접근해야 합니다. 직원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위키 또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 게시나 토론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 생겨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이 개인과 조직 간의 소통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올바른 
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제품 정보, 영업 비밀 그리고 민감성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타 정보 등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기밀 독점 정보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 의견을 회사의 
입장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료 또는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자료를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와 연계되거나 회사와 관련하여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onsemi 또는 그 임직원이나 주주에 대한 
험담 또는 비방 

•	 경쟁사에 대한 험담 또는 비방 

•	 인종, 신념,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 장애 
또는 성적 지향성 관련 발언 

•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오도하거나 사실이 아닌 발언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소셜 미디어 정책 및 관련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8-14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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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나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 기밀 정보를 공개하였을 경우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실을 
관리자나 감독관, BEL 또는 법무 부서에 보고하십시오. 내부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저는 여러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자주 참여하면서 onsemi의 직원임을 밝힙니다. 근무 
중에는 절대 Facebook이나 LinkedIn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직무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랜 협상 끝에 우리 회사를 위해 잘 알려진 업체와 대규모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acebook
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결실을 맺었고 해당 업체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상대 
업체가 상장 회사이고 내 Facebook 계정은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답변: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기회 창출을 위해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onsemi의 기밀 독점 정보를 업무상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계정 설정에서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onsemi의 직원으로 밝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거래 내용을 공개하면 자신과 onsemi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내부 
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회사의 내부자 거래 정책 및 공개 정책 위반뿐만 아니라 증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자체가 공개를 금지하는 기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theconnection.onsemi.com/legal/LP/trading/default.aspx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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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및 증권 거래

onsemi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내부 
정보로 간주되는 당사 및 기타 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란 투자자가 주식의 
매수, 보유, 매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공개 정보를 말합니다. 내부 정보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발표된 기업 인수 또는 기업 분할 

•	 당사의 재무 성과에 관한 미공개 정보 

•	 보류 중 또는 임박한 소송 

•	 의미 있는 신제품 개발 

•	 고위 경영진의 변경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나 유사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
내부자 거래”라고 하며 이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
티핑”(tipping)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자 거래법에 
따라 티핑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내부자 거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onsemi 주식 거래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증권 거래를 하기 전에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질문: 우리 회사가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임원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해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나 유사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연히 듣게된 정보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onsemi 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법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내부자 거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theconnection.onsemi.com/legal/LP/trading/default.aspx
http://theconnection.onsemi.com/legal/LP/trading/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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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록의 정확성

재무 정보 제공

특별한 책임

회사 기록은 재무 보고서와 기타 공시 자료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의 기록과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품질, 안전, 개인 기록 및 모든 
재무 기록 등 비즈니스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상장 업체이므로 회사 기록을 통해 제출하는 정보가 
완전하고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시의 적절치 못한 
기록은 회사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으며 onsemi와 
해당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무 장부와 기록 및 계정은 거래와 
사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허위 또는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항상 회사의 내부 통제 장치뿐만 아니라 필수 회계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증빙 문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나 감사 관련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면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개 보고서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우리가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수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시 요건과 관련된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정보와 재무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은 법률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공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재무 부서와 회사의 특정 임원 및 onsemi의 

이사들에게는 당사 내에서 청렴을 선도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사가 제공하는 공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역할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재무 공시 

법률을 숙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의 각 구성원 

•	 주요 집행 임원 

•	 주요 재무 책임자 

•	 주요 회계 책임자나 감사역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	 onsemi와 각 자회사 재무 부서의 각 구성원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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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통신 내용 기록 및 유지

재무 공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법률이 허용하는 한, 익명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 헬프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위반 사항을 보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따라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업무 기록과 통신 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정부 조사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명확성,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기록 내용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업체에 관하여 
과장된 표현, 현란한 언어, 추측, 법률적 결론 또는 
경멸적인 발언이나 묘사를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는 이메일, 비공식적 노트나 메모 등 모든 종류의 
통신 내용에 적용됩니다. 기록은 당사의 기록 

보존 관리 정책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송이나 정부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관리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변경, 은닉 
또는 파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기록 보존/파기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질문: onsemi에서 제가 맡은 업무 중 하나는 고객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직속 
관리자가 주문 내역을 약간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나에게 이번 분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기록된 주문 날짜를 앞당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것 같았지만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속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아 보이면 관리자가 시키더라도 귀하가 
편하다고 느끼는 담당자(예: BEL, CCO, 법무 부서 또는 윤리 헬프라인)에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 관리자가 고객 주문을 부적절하게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사 
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귀하와 관리자는 물론이고 onsemi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은  자신과 onsemi 그리고 우리 주주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4-15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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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이사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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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존중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전세계 출신자들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성공하려면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 신념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포용하며 
항상 존중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onsemi는 당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근로시간, 공정한 보상, 인간적인 처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 이와 동일한 원칙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가치를 구현합니다.

또한, onsemi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률로 보호되는 특성이 아닌 자격, 재능, 성취만을 
기준으로 고용 결정을 합니다. 법률로 보호되는 
특성에는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 구분,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연령, 장애, 결혼여부, 
성적 지향성, 유전 정보, 군인 및 재향군인 신분,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징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현행 
법률, 규정, 표준 및 규칙을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차별, 아동 노동 및 임금, 근로시간 관련 법률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장애, 종교적 신념이나 
관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합리적 편의시설도 
제공합니다.

괴롭힘 금지

개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괴롭힘은 성희롱 
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onsemi
에서는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분위기를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괴롭힘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괴롭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멸적인 발언, 비방 또는 욕설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불쾌하거나 경멸적인 표현 또는 몸짓 

•	 폭행, 따돌림, 위협 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형태에 관계 없이 모욕적이거나 괴롭힘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onsemi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료의 행동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을 것을 권장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직속 관리자, 감독관 또는 
BEL에게 보고하거나 윤리 헬프라인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CCO에게 연락하십시오. onsemi는 
보고한 상대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직원 및 이사
onsemi는 서로의 품위를 존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인권 정책과 노예 및  
인신매매 정책 선언서를	참조하십시오.

색인으로 돌아가기

https://www.onsemi.com/site/pdf/ON-Semiconductor-Human-Rights-Policy.pdf
https://www.onsemi.com/site/pdf/Slavery-Human-Trafficking-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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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건강

당사는 위험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안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안전 및 건강 규칙과 관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해당 
내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장비나 관행 또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면 현지 건강 및 
안전관리 담당자나 해당 BEL에게 연락하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은 폭력이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폭력적, 위협적 
행동은 감독관, 현지 경비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동료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현지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불법 약물의 사용이나 알코올 남용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 근무하면 자신과 동료에게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구내에서 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불법 약물이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처방약을 소지, 배포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음주 
상태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최근 나의 모국이 정치 분쟁 때문에 뉴스에서 크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 일부가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한 명은 자기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해 몰상식한 말을 합니다. 그의 모욕적인 말에 
대응하지 않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감독관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재미 삼아 한 말이니까 기분 
풀라고 합니다.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동료가 귀하를 괴롭히고 있으며 직장에서 귀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가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미 말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독관이나 다른 보고 
대상자 중에서 귀하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괴롭히던 동료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지 
말도록 설득하더라도 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onsemi는 직장에서 경멸적 발언을 하거나 따돌림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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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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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품질 및 안전

우리는 안전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회사의 
귀중한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 
지역에 구비된 모든 품질 절차와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현행 기준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 회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평판이 훼손됩니다. 제품 품질과 안전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관리자, 감독관 또는 
품질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객 및 소비자
onsemi는 고객의 기대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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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마케팅

고객 기밀 정보

정부 고객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케팅과 
광고는 항상 정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쟁사의 제품/서비스에 관하여 허위 
또는 비방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체 및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고객도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윤리적 방법을 통해서만 사업을 
운영합니다. 뇌물이나 불법 리베이트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고객 선물, 여행, 접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강령의 “이해 상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고객과 소비자의 비공개 정보도 우리 자신의 
정보처럼 주의하여 보호합니다. 업무상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강령의 “
기밀 독점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정부 고객과 거래할 때에는 정부 계약 업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물, 접대, 여행 편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며, 또한 

현직 공무원 또는 최근에 퇴직한 공무원이나 그의 

가족을 고용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이들 

법률은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다수의 여타 법규도 

정부 계약 및 하도급 이행에 적용되는 회계 및 청구 

관행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해당 법규를 따르고 전세계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적 의무와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동일한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 현행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자, 감독관, BEL 또는 법무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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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파트너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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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파트너

타 회사와의 거래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향상시키고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파트너들하고만 거래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중시하는 회사들과 
거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방법으로 행동하는 제3자와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현지의 환경, 
고용, 안전 및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onsemi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인 및 컨설턴트
우리의 딜러, 유통사, 대리인, 중개인 및 
컨설턴트에게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와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즉, 공급 받은 제품과 실제 수행한 작업의 
가치를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보상합니다. 
뇌물로 간주될 이유가 있거나 나중에 뇌물이 될 수 
있는 커미션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하청업체는 우리가 많은 계약을 이행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선정한 
하청업체는 본 강령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평판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합작투자 및 제휴 
onsemi는 우리의 윤리적 노력을 공유하는 
업체들하고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마음이 통하는 업체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 onsemi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onsemi의 공급업체 몇 개 업체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공급업체가 
위험 물질을 편법으로 폐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그 공급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업체와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 공급업체가 불법적,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내용을 글로벌 공급망 조직의 책임자, BEL, 윤리 헬프라인,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보고하여 onsemi가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검토한 
후에 onsemi는 거래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귀하가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색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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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행

비즈니스 파트너 기밀 정보

우리는 오로지 우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구매 의사결정을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납품 조건이나 품질이 
좋다면 우리와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매 계약서와 유사한 약정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 

• 결제 기준 

• 적용되는 요율 또는 수수료 

우리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에 상응하는 대금만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뇌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즈니스 파트너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기밀 정보는 적법한 업무상 알아야 할 사람들하고만 

공유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우리가 
제공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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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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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정보

당사는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쟁사 정보 
수집을 위해 합법적, 윤리적 수단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음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독점 정보를 훔치는 행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	 경쟁사를 퇴직한 사람이나 현역 직원에게 
상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건네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의 
신원이나 의도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다른 업체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 즉시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수집이 합법적 또는 윤리적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관리자,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윤리 헬프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경쟁합니다.

질문: 최근에 산업 총회에 참석했는데 onsemi 경쟁사의 대표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회는 
내가 근무하는 국가의 고급 호텔 및 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귀국 항공편의 탑승권을 인쇄하기 위해 
비즈니스 센터에 갔을 때 몇 사람이 신제품 개발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onsemi의 주요 경쟁사 직원들이었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는 
onsemi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경쟁사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기밀 
정보일 수 있으므로 엿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사람들에게 우연히 듣게 
되었음을 밝히고 다른 비공개 장소에서 대화를 계속하도록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에서 돌아오면 
그 상황을 관리자, 감독관 또는 BEL에게 보고하여 문서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기밀 정보였다면 우연히 듣게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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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및 독점 금지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많은 국가의 “경쟁법” 또는 
“독점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경쟁법은 시장의 자유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소비자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법률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계약을 경쟁사들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계약, 영업지역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할당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지정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	 고객이나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보이콧”) 

•	 가용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표준화하는 
행위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마케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독점 또는 경쟁을 배제하려는 시도 

경쟁사들과 담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nsemi의 경쟁사가 참석할 
수 있는 산업 협회나 기타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담당자가 귀하와 위의 주제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시도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와 어떠한 형태의 담합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신속히 보고하십시오. 

경쟁법의 내용과 경쟁법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질문: 최근에 경쟁사에 근무 중인 대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onsemi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말투로 우리 회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자기네 회사도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선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친구에게 나는 반경쟁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경쟁사들 간의 비공식적 합의도 본 강령과 회사 정책 및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당 상황을 법무 부서나 CCO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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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색인으로 돌아가기 30

지역사회 봉사

개인의 지역사회 활동

onsemi의 정치 활동

우리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혁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우리의 윤리 문화가 강화되고 onsemi가 더 

좋은 직장이 된다고 믿습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현지 기부	심의	위원(grant advisor)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또는 foundation@
onsemi.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onsemi가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조직 외에도 
당사는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의명분을 
위해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 각자는 지역사회, 
자선단체, 정치조직을 자유롭게 지원하거나 
선택에 따른 대의명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견해와 행동이 onsemi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부 활동이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평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료에게 해당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대의명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이거나 
또는 기부와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onsemi의 다른 임직원들이 귀하의 견해를 
공유하거나 표현하도록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회사의 정치 활동에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onsemi는 개인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회사의 이름, 자금, 근무 시간, 자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후보자 또는 개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나 정치 활동이 
onsemi의 입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당이나 위원회를 지지하기 위해 또는 투표 발의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정치자금 요구가 있는 경우 
CCO, the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로비 
활동이나 정부 관계자와 접촉할 때는 법무 부서 산하 
대관	담당부서의 책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onsemi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업시민입니다.

http://theconnection.onsemi.com/quality/LP/csr/ongcg/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quality/LP/csr/ongcg/Shared%20Documents/GCG%20Program%20Committee%20Members%202021%20v.2.docx&action=default
mailto:foundation%40onsemi.com?subject=
mailto:foundation%40onsemi.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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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행 환경법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 운영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semi의 임직원으로서 우리는 
회사의 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위험 물질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 경우 해당 내용을 현지의 
환경보건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BEL, 윤리 헬프라인,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기후 변화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onsemi의 제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위험 물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위험 물질 취급에 관하여 매우 명확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왔을 때, 동료 두 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 물질을 대형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답변: 예. 목격한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하는 행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위험 물질은 엄격히 규제되며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단 투기하면 
우리의 환경, 주변 지역사회 및 회사(동료 직원들 포함)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nsemi.com/site/pdf/2021%20Climate%20Change%20Policy%20(sign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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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과의 의사소통

onsemi의 모든 직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회사 문화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계를 상대로 전문적이면서 일관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정된 
대변인만이 언론 종사자, 산업 분석가, 재무 분석가 
및 투자자 등 외부 당사자들에게 대응하거나 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을 활용함으로써 
기자나 기타 언론 종사자 또는 외부 단체가 우리 
발언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정보 또는 인터뷰 요구를 받거나 
기술 관련 기사의 작성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해당 요구 내용을 언론홍보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언론홍보팀이 요구 내용을 직접 처리하거나 
도움 또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언론홍보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재무 분석가 및 주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IR(Investor	Relations)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외부와 통신을 주고 받을 때 우리 
각자는 당사의 공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및 규제 당국의 정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측에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조사나 
기타 법적 요구에 대응하여 문서나 기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는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전에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관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침을 구하십시오.

질문: 저는 onsemi 직원입니다.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업계 블로그에 기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연구 
개발의 발전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토론합니다. 순전히 공개된 정보만을 
사용하여 기고를 하기 때문에 onsemi의 기밀 독점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을 게시한 후에 계류 중인 소송에 onsemi가 관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울러 회사와 
관련하여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고 알리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나요?

답변: 예. 그래야 합니다. 귀하가 기자와 소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 종사자가 귀하에게 
직접 접촉하여 onsemi에 관해 질문할 때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자가 귀하에게 접촉하게 된 
상황을 언론홍보(대외 통신)팀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onsemi측에서 귀하가 공개 정책과 기타 관련 
정책 범위 내에서 소통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기자에게 응답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행동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내용은 본 강령의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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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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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부패방지법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세계의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사업을 수행하는 
각국의 유사한 해당 부패방지법이 포함됩니다. 
부패방지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권을 위해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현금, 
선물, 여행,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 관료나 직원(
노동조합, 정당, 국영기업 또는 공영기업의 직원 및 
공직 후보자 포함)은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통업체, 대리인, 컨설턴트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를 대신하여 비리에 연루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금지된 금품 제공으로 이용될 경우, 
우리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엄격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장부와 기록 
유지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근무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심지어 비리 행위들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사는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령의 “영업 및 마케팅,” “타인과의 거래,” 
“구매 관행” 및 “선물 및 접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정부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질문: 저는 현재 새로운 onsemi 제조 시설을 개량하고 있는 팀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당국이 작업 허가 만료를 이유로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므로 허가 갱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와 협력하고 
있는 사법당국 관계자는 재인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CEL, CCO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하기 전에는 당국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CPA와 우리가 근무하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법은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공무원과의 교류에 적용되는 법률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 사건을 즉시 onsemi의 법무 부서에 보고하면 적절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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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거래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현행 미국 
법률과 여타 국내법과 국제법, 규정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은 제품, 서비스, 기술, 
정보를 다른 나라의 시민에게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IT 기술이나 
기술 정보, 소프트웨어를 구두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나라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수출로 간주합니다. 수출 업무를 하기 전에 배송 
지역과 수령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필요한 모든 면허와 허가를 취득하고 모든 해당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한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활동 역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수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거나 특정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출입 준법 관리자 또는 법무 
부서에 확인하여 지침을 받으십시오.

질문: 저는 다른 국가로 배송할 대규모 선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적하기 전에 고객의 담당자가 
우리 회사로부터 선적품을 수령하고 나면 해당 제품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는 
제품을 다른 고객에게 수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블랙리스트 국가에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놀라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로 직접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한 걸까요?

답변: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업무를 볼 때는 당사의 제품이 어디로 배송되고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제품을 우리와의 거래가 금지된 국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귀하가 최종 사용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록 우리가 블랙리스트 국가로 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onsemi를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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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 및 불매행위

자금 세탁

전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우리는 경제 
제재와 통상 금지 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역 활동이 해당 제재 및 통상 금지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수출입 
준법 관리자나 법무 부서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onsemi와 같은 기업들이 승인을 거치지 
않은 국제 불매운동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에 적용되는 불매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불매운동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상황을 즉시 수출입 
준법 관리자에게 보고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전세계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 세탁”은 
개인이나 집단이 불법 자금을 은닉하려고 하거나 
불법 자금의 출처를 합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면 고객, 공급업체 그리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려는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 “고객 
알기”를 위한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를 선정하거나 제3자로부터의 조달 
업무를 보고 있다면 자금 세탁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과 그들의 경영진이 물리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법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준법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이한 거래(예: 대규모 현금 
결제)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경우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고 법무 부서나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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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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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침

외부 고용

우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활동, 투자 또는 관계가 onsemi의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객관적으로 계속 수행하려면 
그러한 “이해 상충”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일반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 상충이 항상 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 상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해 상충을 직속 관리자, 감독관, BEL 
또는 CCO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는 직원들이 때로는 외부 고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없이 
onsemi의 경쟁사, 고객, 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위해 일하거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 활동과 외부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onsemi에서의 직무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 자산이나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외부 업무를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부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감독관, BEL, 인사부서,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문의하십시오. 해당되는 국가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직원 핸드북도 참조하십시오.

이해 상충
우리는 우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합니다.

질문: 저는 여러 해 동안 onsemi에서 근무해왔습니다. onsemi에서 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기술과 지식의 일부를 활용하여 기존의 외부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 않을 것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안 됩니다. onsemi의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귀하와 onsemi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귀하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놓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당사가 거래하는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실행하기 전에 이해 
상충 가능성을 공개하면 관련된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onsemi가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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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

가족 구성원 및 가까운 개인적 관계

외부 고용과 마찬가지로 사외 이사회 임원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업체나 정부 당국을 
위해 이사회나 유사 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CCO, 
법무 부서 또는 onsemi 이사회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와 함께 일할 경우에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과 직속 
상하 관계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평가, 승진, 채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편파적인 대우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직속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친척”에는 배우자, 자녀, 의붓자녀, 
부모, 양부모, 형제자매, 인척,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및 이들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친척에는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 또는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상당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특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또는 
비즈니스 관계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친척과의 
근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친척의 고용에 
관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가족 또는 친구가 이권을 가진 업체와 거래 
하도록 회사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onsemi가 거래하는 업체에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관해 
상의하고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협력하거나 기존에 협력해 왔던 
공급업체, 협력업체, 고객, 경쟁사 또는 규제기관과의 
관계가 당사를 위한 독립적이고 건전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향적으로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1-24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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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대출

투자

회사의 기회

또한 이해 상충은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onsemi
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동료 직원에게 대출을 하거나 
개인적 이유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경우에도 

이해 상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원에 대한 
대부분의 대출은 법률로 금지합니다. 이와 같은 
대출이나 보증을 수락하기 전에 법무 부서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 투자가 회사를 위해 공정한 
업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공급업체, 
고객, 유통업체 또는 onsemi와 거래하는 유사한 
업체에 투자를 하면 이해 상충이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 문제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 만큼 큰 금액이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투자에 대해 회사측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직속 관리자, 감독관 또는 BEL에게 알리고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onsemi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러한 
기회를 모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그런 기회를 취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그러한 기회를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산이나 자재에 
대한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하거나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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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및 접대

선물과 접대를 주고 받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지역에서 일반적 관행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적절한 선에서 주고 받는 것은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 또는 개인 사이에 친선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물리적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 
호의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접대는 onsemi와 상대측 대표가 함께 하는 식사, 
스포츠 행사 또는 다른 야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제공자와 
받는 사람 모두 소속 회사의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onsemi의 직원 또는 이사가 받는 
선물 및 접대
onsemi의 직원이나 이사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치가 상당한 선물을 받거나 제안을 받을 
경우 관리자나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선물을 받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뇌물, 리베이트 또는 헌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부적절한 금품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호화로운 접대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고 
가끔 있을 수 있는 접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상대방과 동행하여 문화 행사, 
스포츠 행사 또는 업무상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접대를 수락하기 전에 
관리자나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접대를 수용하는 것이 onsemi를 위한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달리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경우 해당 제안을 거절하거나, 정확한 
접대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관리자나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일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접대를 거절하거나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회사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해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비즈니스 관계뿐 아니라 
귀하와 onsemi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와 거래를 원하는 몇 몇 공급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예비 공급업체가 스포츠 이벤트 입장권과 함께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적힌 카드를 나에게 보내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벤트에 가고 싶고,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불공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입장권을 받아도 될까요?

답변: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 상사 또는 BEL에게 즉시 이 선물에 대해 보고하여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정하십시오. 하지만 부패방지법은 한쪽에 편향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적용됨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선물을 받고 이 공급업체가 결국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이 공급업체가 귀하와 함께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이벤트가 비즈니스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즉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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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mi가 제공하는 선물과 접대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선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선물은 
합법적, 합리적이어야 하고 관리자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절대로 안 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고 빈번하지 
않는 선에서 접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감독관,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선물 제공 및 접대 관행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현지 선물 

및 접대 정책과 지침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근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 관리자나 감독관 또는 BEL에게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불법적 형태의 접대를 제공하지 않으며, 
접대 상대방의 정부나 소속 조직의 정책을 
위반하는 접대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전세계 
많은 정부 당국의 직원들이 선물이나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을 
접대하기 전에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전에 관리자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의 경우 소속 회사의 BEL, CCO, VP, Ethics 
and CSR 또는 법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선물, 접대 및 향응 정책 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 시즌에 중요한 고객 일부에게 명절 선물 바구니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구니는 적당한 가격이며 거기에 다목적 상품권 등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선물을 받는 것에 관한 회사 정책이 엄격하지만 이 고객도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onsemi의 정책이므로 
다목적 상품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현지 관습에 따라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축의금 또는 부의금으로 현금을 내는 지역에서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선물 금지에 대한 예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령의 끝에 있는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적용 예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onsemi 정책에 따라 별도로 선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onsemi는 선물 수령인이 속한 조직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즉,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고객들에게 
선물 바구니를 보내서는 안 되고, 대신에 수용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관리자나 감독관 또는 BEL과 
상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선물, 접대 및 향응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1-10
http://docs.onsemi.com/docserver/download.do?document=SO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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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적용 예외

해석

여행 경비의 수용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나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당한 업무 목적의 여행이고 우리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 합니다. 이러한 교통이나 숙박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도 관리자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용한 모든 출장 경비는 출장 비용 
기록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의 제공 
당사는 onsemi의 시설 방문이나 제품 설치와 

관련하여 고객, 대리인 또는 공급업체측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법률 또는 상대 업체의 
정책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목적의 방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 검사 또는 교육 참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당사가 후원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공무원의 
출장 기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후원을 위해서는 onsemi의 CCO, VP, Ethics and 
CSR, 법무 부서 또는 선임 부사장급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드문 상황에서 그리고 신중히 고려한 후에만 
강령의 적용 예외가 허용됩니다. 본 강령에 명시된 
지침에 대한 적용 예외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직속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직속 감독관이 적용 
예외를 고려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감독관은 
BEL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CCO, VP, Ethics and CSR 및 이사회와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주요 집행 임원, 주요 재무 책임자, 주요 
회계 책임자나 감사역,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onsemi의 기타 집행 임원 그리고 
이사에게 적용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사회만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적용 예외 
내용은 법률, 증권거래위원회와 NASDAQ 규정이 
요구할 경우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CCO, VP, Ethics and CSR은 이사회에서 
지명되었으며, 이들은 본 강령의 지침을 해석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적용할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onsemi의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본 
강령과 관련된 준법 윤리 문제를 제기하려면 소속 

조직 내에서 지정한 BEL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준법 윤리 헬프라인(강령의 시작 부분 “
우려사항 보고” 섹션)에 전화하거나 CCO 또는 VP, 
Ethics and CSR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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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자체)

서명

직원 또는 CID

날짜

본인은 비즈니스 윤리강령을 읽었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나는 비즈니스 윤리강령을 이해합니다

•	 내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나는 비즈니스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나는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조항과 개정될 조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입니다

•	 이해 상충이 발생하면 모든 내용을 직속 관리자, 감독관, BEL, 인사부서, 최고 준법 책임자 또는 VP, Ethics 
and CSR에게 공개해 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해 상충” 섹션 참조)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비즈니스 윤리강령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고 심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이해합니다. 또한 나는 매년 비즈니스 윤리강령을 읽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고 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onsemi 직원 및 이사의 확인서  
비즈니스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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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onsemi는 지속가능한 기술로 더 나은, 더 발전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장한 
선언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과 우리의 타겟 응용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onsemi 팀의 
신입직원이든 몇 년 동안 몸담아왔던 직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이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옹호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onsemi입니다. 존중, 청렴, 진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인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핵심 가치는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모든 상호작용이나 내리는 결정에서 흐르는 의식구조입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강령")은 당사가 수용하는 법적 및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의 광범위한 원칙을 요약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강령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거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세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onsemi는 강령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전 세계의 팀이 이들 원칙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윤리 헬프라인을 통해 우려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하는 팀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로 자문을 구하거나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직원을 상대로 보복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강령은 회사와 관련된 개인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지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또는 윤리적 상황을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많은 법률들을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모든 우려사항을 당사의 최고 준법 책임자 또는 법무 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년 
당사의 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 우리 모두는 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과 청렴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회사, 제품, 평판, 노력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를 포함하여 이사회는 당사의 강령을 새로 갱신하였으니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강령을 숙지하고 onsemi의 직원으로서 강령을 준수하여 일상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ssane El-Khoury 
대표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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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 헬프라인 번호 영어 신속 다이얼

호주 1-800-94-8150

벨기에 0-800-748-19

캐나다 1-844-935-0213

중국 400-120-0176

체코 800-142-490

핀란드 0800-41-3682

독일 0-800-0010086

홍콩 800-964-146

인도 000-800-9191055

아일랜드 1-800-851-150

이스라엘 1-809-477-265

이탈리아 800-761697

일본 0800-123-2333

대한민국 00798-11-003-9294

말레이시아 1-800-81-9976

네덜란드 0800-0224703

필리핀(알라방, 카르모나, 세부)

•	 Smart,	Digitel/Sun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유선 전화 또는 
모바일: 1800-1322-0333

•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모바일: 105-11, 영어 신속 다이얼 
844-935-0213

• 공장 유선 전화: 4567

필리핀(타를락)

•	 Smart,	Digitel/Sun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유선 전화 또는 
모바일: 1800-1322-0333

•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모바일: 105-11, 영어 신속 다이얼 
844-935-0213

• 공장 유선 전화: **123

루마니아 0800-890-295

러시아 8-800-301-83-98

싱가포르 800-492-2389

슬로바키아 0800-002-591

슬로베니아 080-688802

스페인 900-999-372

스웨덴 020-88-15-32

스위스 0800-000-092

대만 00801-49-1584

태국 18-0001-4543

터키 0800-621-2119

영국 0800-098-8332

미국 1-844-935-0213

베트남(VNPT) 1-201-0288 844-935-0213

베트남(Viettel) 1-228-0288 844-935-0213

베트남(Viettel) 1-228-0288 844-93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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