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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ÉAL SPIRIT
L’ORÉAL의 임무는 전세계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품질,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L’ORÉAL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무한히 다양한 전세계 10억 명 이상의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이들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명성은 강력한 가치와 
윤리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열정, 혁신, 기업가 정신, 열린 마음, 최고를 향한 지향 및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윤리 원칙은 정직, 존중, 용기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사업주체로서
리더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전략의 기본은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브랜드는 
혁신적이고 매우 효과적이며 실용적이면서도 사용하기에 즐거운 제품, 가장 높은 품질기준과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과 투명성을 소중히 여기기에 고객 광고는 확인된 효능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상호 이익을 토대로 고객 및 공급자들과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경쟁사를 포함하여 우리 사업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정직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우수한 기업관리 방식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회계와 보고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부정부패에 맞선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주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방법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고용주체로서
우리는 L’ORÉAL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장점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가치있게 
여겨지며, 사생활이 존중되는 곳,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이 고려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의욕을 주는 
환경, 개개인을 위한 흥미로운 기회,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질문과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자유로이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솔직함, 용기, 관용, 그리고 존중이 있는 분위기를 장려합니다.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공정성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다합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고 그런 영향을 줄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양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장이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현지의 문화 및 민감한 부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인권 존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는 작업장에서 아동 착취 및 강제 노동력 사용을 종식시키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계의 동물실험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대체 방법의 개발 및 수용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 
공약을 공유할 사업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조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영 정신, L’ORÉAL SPIRI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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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글: JEAN-PAUL AGON

21세기에는 문화, 전략 및 일상적인 관행에 윤리를 통합한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 프로그램은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 의식 덕분에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윤리적 문화는 새로운 L’ORÉAL을 이루는 기둥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업주체로서, 고용주체로서 그리고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의 약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윤리 원칙 -정직, 존중, 용기 및 투명성-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북돋는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지침은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입 사원, 경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이사회 임원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윤리지침은 우리들의 선택을 북돋아 주고 일상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기준문서입니다.

이 윤리지침을 신중히 읽고 실천하며 전달하고 존중하며 주변에서 존중 받게 하십시오. 

L’ORÉAL이 모범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JEAN-PAUL AGON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hairman of the L’ORÉAL Foundation

글: EMMANUEL LULIN

우리의 윤리지침은 충성, 신뢰, 단결에 필수적인 주제를 다루는 실천적이며 함께 나누는 문서입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고 수많은 실용적인 일상적인 예를 통해 L’ORÉAL 직원으로서의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 지침은 이 문서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전용 인트라넷 사이트 
(http://ethics.loreal.wans)와 교육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윤리위원 
(Ethics Correspondent)은 우리가 윤리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윤리는 우리 각자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는 수년 동안 윤리의 날(Ethics Day)에 함께 해 왔습니다. 이 행사에 점점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이 날은 그룹 일정에서 중요한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과 조직들은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필요한 대로 정보를 공유하며, 
기밀유지에 관한 우리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고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MMANUEL LULIN
Senior Vice-President and Chief Ethics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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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위원회

우리는 매일의 직장 생활에서 윤리지침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L’ORÉAL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윤리는 예외 없이 회사의 모든 수준에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L’ORÉAL 
그룹 직원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제품 
연구, 혁신과 디자인에서 제조와 마케팅, 
인사에서 운영, 관리 및 재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대외협력업무 및 
홍보에서 디지털까지 L’ORÉAL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L’ORÉAL의 대사로서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지침을 형식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성실히 따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문서에 정해진 윤리원칙은 선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존중해야 
하는 필수 내용입니다.

•  여러분의 행동이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의미하는 
L’ORÉAL의 평판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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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JEAN-PAUL AGON
Chairman and CEO
Chairman of the L’ORÉAL 
Foundation

2 - BARBARA LAVERNOS
Executive Vice-President 
Operations

3 - JOCHEN ZAUMSEIL
Executive Vice-President 
Western Europe Zone

4 - ALEXIS PERAKIS-VALAT
Executive Vice-President 
Asia-Pacific Zone

5 - JÉRÔME TIXIER
Executive Vice-President 
Human Relations and 
Advisor to the Chairman

6 - ISABEL MAREY-SEMPER
Executive Vice-President 
Communication, 
Sustainability and Public 
Affairs, General Manager of 
the L’ORÉAL Foundation

7 - MARC MENESGUEN
President Consumer 
Products Division

8 - NICOLAS HIERONIMUS
President Selective 
Divisions

9 - CHRISTIAN MULLIEZ
Executive Vice-President 
Administration and Finance

10 - LAURENT ATTAL
Executive Vice-President 
Research and Innovation

11 - ALEXANDRE POPOFF
Executive Vice-President 
Eastern Europe Zone

12 - BRIGITTE LIBERMAN
President Active Cosmetics 
Division

13 - GEOFF SKINGSLEY
Executive Vice-President 
Africa, Middle East Zone

14 - LUBOMIRA ROCHET
Chief Digital Officer

15 - FRÉDÉRIC ROZÉ
Executive Vice-President 
Americas Zone

16 - AN VERHULST-SANTOS
President Professional 
Product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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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의

적용 대상

윤리지침

활용법

윤리지침은 L’ORÉAL 그룹과 전세계 자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L’ORÉAL 그룹과 전세계 
자회사의 모든 책임자와 최고경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윤리지침은 L’ORÉAL 재단의 모든 
직원과 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L’ORÉAL”이라는 용어는 L’ORÉAL 그룹과 자회사 및 
재단을 지칭합니다.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모국어로 이 

윤리지침을 읽을 수 있도록 현재 45개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국식 영어 버전의 윤리지침이 기준 문서입니다.

윤리지침은 L’ORÉAL의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L’ORÉAL은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 법, 
정치체제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로서 그리고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으로서 L’ORÉAL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윤리는 
상충하는 원칙을 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지침은 법 
차원을 넘은 “회색 지대(grey areas)”에서의 자유재량의 
결정이 필요할 때 기준을 세워줍니다.

이 윤리지침을 모두 읽고 L’ORÉAL의 윤리기대치와 표준에 
대해 알고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때 향후 참조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결정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 보십시오.

1.  그것은 윤리지침에 부합하는가?

2. 그것은 합법적인가?

3.   정직, 존중, 용기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우리의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가?

4.  나의 행동은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5.  내 결정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된다면 당당할 수 있는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행동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적합한 
사람(상부, 내부 전문가,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 
등)과 상의하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단원 참조).

윤리지침은 기존 정책을 대체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업장에 수립된 규칙과 표준을 계속 참조해야 합니다. 대신, 
이 지침은 그 정책과 기준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그것들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L’ORÉAL은 윤리지침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며 
윤리지침의 내용은 때때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L’ORÉAL은 언제라도 통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윤리지침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L’ORÉAL의 윤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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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ÉAL은 직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열린 
문화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에게 자기의 관점을 표현하고, 의견을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는 행위나 요구는 알릴 것을 권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관행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조언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회사, 직원, 
또는 사업 파트너 측의 부정에 대하여, 누가 관여 되었던 
간에 제기된 모든 우려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이슈 제기는 여러분의 업무라인 상부를 통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또한 인사 담당 매니저나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대표(staff representative) 같이 여러분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매니저(Country Manager)나, 혹은 
Corporate이나 Zone의 직원에게는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그룹의 최고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이 
윤리지침의 존중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통상적인 채널을 통해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보안 웹 사이트를 통해 
수석윤리담당관(CEO,Chief Ethics Officer)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www.lorealethics.com

선의로 우려를 제기한 직원이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직원은 위에 
제시된 동일한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선의(good faith)”란 비록 나중에는 착오로 밝혀질지라도 
그 당시에는 거짓 없고 정확하다고 믿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따를 
것을 보장하며, 특히 기밀성(confidentiality)과 무죄 
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조사는 특히 정당한 절차(due 
process)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입니다.

윤리 관련 조사가 수행되는 동안 관련자는 전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모든 정보 및 문서는 최초 요청 시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혐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사실 확인, 증거 확보 또는 유관 기관 
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즉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달된 모든 정보는 해당 우려 사항을 처리하고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알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됩니다.

그 우려를 제기한 사람에게 우리는 법적 요건이나 기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명예 훼손 또는 악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 고소는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상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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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기

현지법 및 관습

존중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직원과 조직들이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팀워크를 독려하고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공로와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려고 해야 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필요한 대로 정보를 공유하며, 
기밀유지에 관한 그룹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욕설 또는 부적절한 제스처를 통한 존중 부족, 인종주의, 
차별 또는 성적 발언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동료를 비방하는 
것도 L’ORÉAL의 윤리에 어긋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충성, 신뢰, 단결,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권

존중

우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및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년 6월 16일)을 
참조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2003년부터 국제연합 글로벌 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기업 회원이며 국제연합 
여성역량강화원칙(UN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존중)에서 다루는 
문제, 다양성, 여성 인권의 증진, 사람들이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존중 그리고 건강할 권리에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ORÉAL은 특히 품질, 보건 및 안전 기준, 노동법, 환경, 
부패 및 돈 세탁, 데이터 프라이버시, 과세, 재무정보를 
비롯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공정 경쟁을 관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합니다.

L’ORÉAL은 이 원칙들을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고 그 
파트너도 이 법규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접촉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지침이 특정 국가의 현지 법이나 관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지의 법 또는 관습법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이 지침보다 더 엄격한 곳에서는 항상 현지의 법 및 
관습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이 지침의 기준이 
더 엄격하다면, 불법 활동이 되지 않는 한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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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제품의 우수한 성능, 품질 및 안전성이야말로 고객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존중을 보여주고, 고객의 신뢰를 유지시키면서 
우리 브랜드의 평판을 탄탄히 지켜주며, L’ORÉAL이 우리 업계의 선두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주 엄격한 
평가 방법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을 마케팅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품 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L’ORÉAL 직원들은 기획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출시 이후에도 
제품의 종합적 품질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We must

+  모든 제품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모든 법적 
요건과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

+  제품 개발에서 제조, 유통 과정의 각 단계마다 가장 높은 
위생기준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경우 적절한 소비자 
부서(Consumer Department)에 문의하도록 요청하고 
이 클레임이 잠재적으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즉시 상사 또는 국제 화장품-
감독 부서(International Cosmeto-Vigilance 
Department)에 알린다.

We must not

-  제품 안전에 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견 교환을 제한하는 
것. 이는 어떤 안전 이슈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있을 수 있는 제품안전, 내성, 품질관리 이슈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다.

-  담당자가 아니거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미디어의 질문(소셜 미디어 포함)에 대답한다.

Ethical?

1.1 - 저는 생산라인에서 근무합니다. 완성품 중에서 불량품을 
몇 개를 발견했는데 기계 하나가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생산을 멈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일정이 너무 급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사가 이런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할까요?

L’ORÉAL은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 과정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에 관계 없이 품질이 우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고, 그 문제를 귀하의 상사와 터놓고 
공유하며, 상사와 팀 사람들과 합심해서 그 이슈를 해결한 
다음, 생산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1.2 - 우리는 공급자로부터 최근 배달된 원료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료를 함유한 
제품들은 이미 우리 고객들에게 출하되었고, 우리 제품에 
오염물이 들어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 출하량 
전체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L’ORÉAL은 제품안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귀하는 그 이슈를 귀하의 상사 또는 품질관리 
매니저와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1.3 - 소비자가 잘못 건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제품을 사용한 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자상담실 번호를 전달하고 
즉시 연락하게 하십시오. 또한 이 정보를 국제 화장품-감독 
부서(International Cosmeto-Vigilance Department)에 
직접 전달하십시오. L’ORÉAL에서는 우리 제품과의 인과 
관계를 상세하게 연구한 후에 고객이 최대한 신뢰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 성분을 조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 동물 실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까요?

L’ORÉAL은 더 이상 전세계 어디에서도 제품 또는 성분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L’ORÉAL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단, 규제 당국이 안전성 
또는 규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주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홍보 담당 디렉터(Public 
Relations Director)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본인의 전문 영역 외의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회사를 대표하기” 장 참조).

문의처: 제품 품질 및/또는 안전성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품질, 관리 
매니저(Quality Control Manager), 법무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 과학 담당 디렉터(Scientific 
Director),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Manager)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에게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사업주체로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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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성공은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근거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고객의 신뢰와 충성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인들의 무한히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We must

+  제품 출시가 지연되더라도 광고 및 효과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따른다.

+  모든 광고물과 홍보물은 업계의 모범 관행에 따라 수행된 
평가, 소비자 조사 또는 실험 연구를 통해 획득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  우리 제품과 제품의 효과를 공명정대하고 정확하며 
진실되게 표현한다.

+  우리 제품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법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객에게 쉽게 이해되게 한다.

+  우리 브랜드가 가장 다양한 아름다움의 형태를 표현하게 
한다.

 
+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 및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광고할 경우 윤리 원칙을 따르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  광고에 등장할 수 있는 아동의 근무 조건에 관해 특별히 
주의한다.

+  우리의 광고에 동물을 사용할 경우, 멸종위기종이거나 
용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훈련 받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비자가 구매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홍보 및 
직접 마케팅 활동을 설계한다.

+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한다(사생활과 데이터 보호의 
장 참조).

+  경쟁사에 관한 폄하하는 발언을 삼간다(경쟁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거짓된 표현도 포함).

We must not

-  소비자의 순진함, 지식 부족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한다.

-  광고에서 우리 제품의 사용으로 상당한 전문적 또는 사회적 
우위를 얻게 된다거나 제품이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광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저속한 고정관념을 
제시한다.

-  폭력, 성적인 미신 또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자극이라는 
요소를 호소 전략으로 삼는 특정 미디어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한다. 그런 전략은 L’ORÉAL의 윤리원칙에 어긋난다.

-  아동에게 테스트되지 않은 제품의 광고에 아동을 
등장시킨다(해당 제품이 아동용이 아니라는 점이 광고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   광고 및 홍보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타게팅한다(자외선 차단제 및 위생 제품은 제외한다).

-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환경 또는 사회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과장한다.

-  사전에 인터넷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행동 마케팅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예: 쿠키 사용).

광고와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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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로서

Ethical?

2.1 - 저의 동료는 저에게 극단적으로 마른 모델을 사용하는 
마케팅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도 멋지지 
않으며, 소녀들이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마른 체격을 위해 
굶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난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아트워크는 이미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광고와 홍보는 가능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디자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전하는, 또는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섭식장애와 이에 관련된 건강 위험에 대해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 캠페인을 결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용 선크림 등의 
특정 광고를 제외하고 16세 미만이거나 심각한 섭식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과도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 술 또는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도 피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제 2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직속상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2 - 헤어 스타일링 제품 광고에서 모델이 천연 가발을 
착용하고 피부에 반점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려고 합니다. 효과의 진정성 측면에서 용인할 수 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리터칭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광고하려는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스타일링 제품 광고이며 헤어 볼륨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천연 가발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용한 가발이 
실제 모발로 제작된 것이고 광고하려는 제품으로 염색 또는 
스타일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발에 사용된 천연 
모발의 출처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3 - 저는 지금 신제품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R&I 부서 매니저는 그 제품이 "주름을 개선"시킬 뿐이라고 
말했는데 저의 직속상사는 저더러 "주름을 제거"한다고 
광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진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광고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합 지침과 유럽 
화장품 업계의 책임 있는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헌장 및 기본 원칙(Charter and Guiding Principles 
on Responsible Advertis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 of Cosmetics Europe) 모두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수행합니다. 제품 효과를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것은 정직하지 않으며, 우리 고객 
기반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주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주름을 
제거한다고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2.4 - 법으로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헥사클로로펜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에 넣고 싶습니다. 광고에 넣으면 소비자에게는 좋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규정을 지킴으로 인하여 생기는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특별하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동료의 말이 맞습니다.

2.5 - 저는 현재 종교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 
광고의 도발적인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고 우리 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 동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상 고객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도 우리 광고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광고는 대상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적 입지도 고려해야 하며 한 국가에서는 
용인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테마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국적, 문화, 소수 집단 또는 장애에 
대해 불필요하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하적이거나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미지, 상징 또는 테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광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전에 
특히 패널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을 얻고 이 광고가 전해지는 
방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2.6 - 아동용 유명 의류 브랜드가 유아용 드레스 라인을 
출시하면서 일정 금액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할 립 글로스를 
구매하길 원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동들의 조기 성애화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며 옷 입기 놀이를 
하면서 항상 어른을 흉내 내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그저 놀이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위생 용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제외하고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화장품 사용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물건, 테마 또는 이벤트와 우리 브랜드를 연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린이 
미인대회(Mini-Miss)” 등의 경연대회에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만약 광고 또는 마케팅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법무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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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공개 경쟁입찰을 토대로 공급자를 선정한다. 또한 모든 
공급자의 제안은 공정하게 편파 없이 비교하고 고려한다.

+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탈락한 입찰자에게는 객관적인 
요소에 기준하여 정직하고 분별 있는 피드백을 한다.

+   사업을 운영하는 곳의 모든 공급자들에게 L’ORÉAL 
윤리기대치를 이해시키고 존중하게 한다.

+   공급자들이 L’ORÉAL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한다. 

+   주문한 물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급자에게 대금은 정해진 시각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불한다.

+  공급자가 L’ORÉAL 사업에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한다.

+  공급자의 기밀 정보를 마치 우리의 기밀 정보인 것처럼 
보호한다.

We must not

-  공급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결제 조건, 시한 등...).

-  반복해서 L’ORÉAL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고 인권 
및/또는 부정부패 퇴치 등 우리의 윤리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공급자와 일을 계속 한다.

Ethical?

3.1 - 저는 사무용품을 공급할 새로운 공급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접촉한 첫 번째 회사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가격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지만 가격은 더 낮았습니다. (L’ORÉAL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히 할인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회사의 제안가를 낮추기 위해 두 번째 회사가 제안한 가격을 
첫 번째 회사에게 말해도 될까요?

귀하는 첫 번째 회사에게 다른 곳에서 더 유리한 가격을 
제안 받았다고 개략적으로 말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회사의 정체와 가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첫 번째 회사에게 경쟁자에 대한 가격 민감성 
정보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비윤리적이며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2 - 저는 정말 좋은 공급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참이고 L’ORÉAL이 현재로서는 그의 유일한 
고객입니다. 그를 공급자로 활용해도 됩니까?

네. 이 공급자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지 않을 이유가 없 
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시적인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안에 
다른 고객들을 확보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그 공급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가 정말 좋은 공급자라면 다른 추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종료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3.3 -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해외 공급자 중 하나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주장이 들어와 조사받고 있다고 비밀리에 
말해주었습니다. 그 공급자는 저에게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난 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우려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무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귀하는 그 공급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되는 점들을 L’ORÉAL의 사회감사 프로그램(Social 
Audit program)에 회부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외부 감사자를 파견하여 고용 관행, 근무 조건 및 그 밖의 
이슈들을 둘러싼 사실을 확인합니다. 감사 결과, 개선 여지가 
있다면 공급자에게 알려 시정 조치 계획에 동의하게 하십시오. 
물론, 즉각적인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공급자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 
“구매윤리지침(The Way We Buy)” 및 “공급자/하도급자 및 
아동노동"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공급자 선정 또는 대우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구매 담당(Purchasing) 매니저,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Manager)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과 공급자들의 관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납품 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사업의 장기적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우리는 공급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급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그 공급자들이 책임감 있게 사업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관찰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지지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급자를 대한다는 우리의 평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공평, 
공정 및 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급자들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L’ORÉAL은 특혜를 받기 위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자 선택과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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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쟁업체를 포함하여 우리의 전문분야의 모든 관계자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우합니다. 우리는 화장품 업계 리더로서 이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행을 신용할 
수 있는 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는 업무를 수월하게 하며, 고객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와의 가격, 비용, 마케팅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격 담합, 영역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유 
시장의 조작이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우리가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사업주체로서

We must

+  경쟁업체와 관련되거나, 경쟁업체 또는 제 3의 협력업체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권 또는 기밀정보를 의도치않게 
공유 받거나 사용하게 되었을 시 상부에 즉시 보고한다.

+  경쟁사의 공급원 또는 상업적 판로를 차단하는 조치는 
삼간다.

+  신규 입사자가 이전에 일하던 경쟁업체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경쟁사에 관한 폄하하는 발언을 삼간다(경쟁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거짓된 표현도 포함).

We must not

-  기밀정보가 논의되는 곳에서 경쟁사와 접촉한다.

-  고객이나 공급자에게 경쟁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한다.

-  사전 법률 자문 없이 배타적 거래 계약(즉, 한 회사에게 
L’ORÉAL에게만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채결한다.

-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자료를 수집할 때 L’ORÉAL 직원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   사전에 법적 조언 없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번들로 판매하는 계약(예: 한 가지 
제품만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또 하나의 “묶음(tied)” 
제품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충실 리베이트를 
허락하는 계약을 종용한다.

-  고객의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Ethical?

4.1 - 저는 최근에 한 무역 박람회에서 경쟁사 담당자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는 그쪽 회사가 
곧 몇 가지 핵심 제품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경쟁사와 가격정보나 입찰정보를 공유하거나 교환하지 
않습니다. 가격정책, 할인, 홍보, 로열티, 보증, 판매조건 등의 
정보가 이에 포함됩니다. 경쟁사가 그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면 귀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즉각적으로 대화를 
종료한 뒤 직속상사와 법무팀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 
정보를 어느 누구와도 공유해선 안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적인 가격담합이나 담합입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2 - L’ORÉAL은 화장품 협회(National Professional 
Cosmetics Association)의 회원이고 저는 이 협회 
기업위원회(Commercial Committee)의 L’ORÉAL 
대표입니다. 기업위원 회의 월례 회의를 한 후, 매우 유명한 
경쟁사의 대표로 참석하는 동료 한 명이 위원회의 회원들끼리 
레스토랑에서 만나 개인유대를 강화하고 비공식(off the 
record)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법무부서에 알리십시오. 
우리는 그 화장품협회에 그런 "비공식" 모임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하며, 불특정하고 민감하지 않고 전략과 무관한 화제만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쟁사와는 비공식적 
접촉과 친목모임 조차도 철저히 피하십시오. 경쟁사와 “허가 
받은” 공식 접촉 중에,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 
한다면, 바로 회의장에서 빠져나와 회의록에 귀하가 회의장을 
나왔다는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4.3 - 주요 경쟁사 중 하나가 우리의 판매 및 마케팅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제품을 곧 출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들의 신제품 출시 전략의 
단서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이것은 정직에 대한 L’ORÉAL의 높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L’ORÉAL은 결코 그런 활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경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제품을 검사하고, 홍보책자, 연례보고서, 
무역 박람회에서의 경쟁사의 전시, 특정 회사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수준의 업계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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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고객 방문 시에 고객이 제 경쟁사의 권장 가격과 함께 
출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경쟁사 
제품 출시와 관련된 매장 내 정보도 추가로 요청해도 될까요?

고객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비공개된 
민감한 정보(가격, 제품 출시, 시장 점유율, 광고 예산 등)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L’ORÉAL과 고객이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4.5 - 저는 경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6개월 전에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영역인 분야에 대한 중요한 연구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사실 그 연구 경험이 제가 그녀를 고용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가 기밀 정보를 우리에게 흘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밀 유지에도 
기한이 있어서 그녀가 자신의 지식을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밀 유지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밀 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한은 없습니다. 그 직원은 
그녀가 경쟁사에서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에 
따라서 채용되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직원을 다른 부서, 즉, 
그녀가 기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나 유혹을 
느끼지 않을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우리가 경쟁하는 방식(The Way We Compete)”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경쟁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법무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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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의 리더로서, 우리는 이해의 상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이해가 L’ORÉAL의 이해와 상충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상충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L’ORÉAL의 평판은 물론 우리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충 또는 
심지어 잠재적 상충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모든 사실을 완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We must

+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이해의 상충이 있거나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공급업체에 고용된 경우) L’ORÉAL의 
경쟁사, 고객 공급업체 또는 기타 비즈니스 협력업체 등의 
기관에서 특정 지위, 관련 또는 재무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L’ORÉAL에서의 지위가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부에 이를 보고한다.

We must not

- 이해 상충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Ethical?

5.1 - 어떤 동료는 사촌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고 저의 오래된 
학교친구 한 명은 이제 막 저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의 상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염려됩니다. 이 정책들은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귀하의 객관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라면 귀하는 이 정책을 적용해야 하고 지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가 이미 L’ORÉAL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채용후보로서의 가치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 성과 평가 등이 독립적인 사람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2 - 저는 한 L’ORÉAL 공급자의 작업품질에 감명을 받았고 
그 결과,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상충을 수반하나요?

귀하가 재무적으로만 연관된다 하더라도 L’ORÉAL에서의 
귀하의 위치, 구매결정에 대한 귀하의 영향력, 귀하의 투자액, 
그 회사의 고객으로서의 L’ORÉAL의 중요성에 따라 이해의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 가능한지 알아볼 유일한 
방법은 귀하의 상부에 이 문제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5.3 - 제 아들은 이 지역에서 아주 멋진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그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행사를 합니다. 우리 이벤트 개최 장소로도 최적인 곳입니다. 
가격과 품질, 그 밖의 옵션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제가 예약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 곳의 경쟁력 있는 가격과 인기를 고려하면 우리 회사가 
그곳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용인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백한 이해의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그 문제에 관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현재의 
공급자나 잠재적 공급자 또는 그 외의 사업 파트너 측에서 
일하는 모든 경우에 그렇듯이, 귀하는 이 사실을 귀하의 
직속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속상사는 귀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4 - 여가 시간에 저는 전국소비자연합(National Consumer 
Association)의 부회장으로 활동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L’ORÉAL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를 법률 변경을 위해 이 연합이 로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L’ORÉAL은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원이 협회나 
자선단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L’ORÉAL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귀하가 그런 조직의 회원이거나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상부에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직속상사 
또는 인사 담당 매니저는 귀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연합의 동료들에게도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해당 로비 캠페인에 관련된 활동에서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5.5 - 제 아내는 L’ORÉAL의 경쟁사에서 근무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일 얘기를 하지 않고, 제 아내가 그녀의 직장생활에서 
하는 일이 우리 회사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동료 중 일부는 제가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해의 상충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귀하 
자신과 회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상부나 인사 
담당 매니저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귀하와 귀하의 
부인은 각 회사의 기밀정보나 자산 정보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서

이해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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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우리 팀의 팀원 중 한 명은 자기의 부하직원과 두어 달 
동안 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갖가지 
소문들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편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유심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고 상황이 난처해지면 어쩌죠? 제가 이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까? 만약 그래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L’ORÉAL에서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의 애정 관계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직분관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한 직원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의 상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부하직원과 애정 관계에 있을 경우 그 부하직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직속상사 또는 인사담당 매니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직무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요령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5.7 - L’ORÉAL 직원도 개인적인 뷰티 블로그를 운영해도 
되나요?

자사 제품을 비평하는 것은 충성심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비평하는 것은 공정성 때문에 할 수 없으므로 L’ORÉAL 
직원이 해당 종류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블로그는 소비자의 진실된 의견을 
나타낼 때에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논쟁에 영향을 
끼치거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나 공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
“가족과 친구의 고용”에 대한 정책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이해의 상충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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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과 접대를 주고받는 것은 이해를 도모하고 업무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 이해와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이해의 상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접대를 주고 받을 때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그것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상부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We must

+  제안된 모든 선물과 접대는 반드시 적절한 것이고 
L’ORÉAL의 윤리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처음부터 선물과 접대에 관한 L’ORÉAL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알린다. 또한 반대로, 선물이나 접대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업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받은 선물이나 초대는 즉시 상부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내부 공개 절차를 준수한다.

We must not

-  선물이나 접대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면 받는다.

-  현금을 주고 받는다.

Ethical?

6.1 - 제가 참석할 수 없는 콘서트의 티켓을 L’ORÉAL 고객에게 
주어도 되나요?

외부 행사의 경우 L’ORÉAL의 직원이 반드시 함께 참석하여 
고객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을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접대가 비즈니스 관계에 합리적이고, 통상적이며, 관례적이라면 
제공자가 함께 동석할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6.2 - 우리는 이제 막 한 신규 고객과의 중요한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저의 세일즈 매니저는 이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해 고객을 클럽에 데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클럽이 랩댄싱 클럽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이런 종류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가요?

고객에게 제안되는 접대는 합당해야 할 뿐 아니라 수용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클럽은 L’ORÉAL SPIRIT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고객은 물론 팀원들까지도 이러한 “접대”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일즈 매니저에게 
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6.3 -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제품들을 팔아 없애기 위해 
공급업체가 저에게 15% 할인가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수락해도 되나요?

L’ORÉAL이 공급자와 합의한 예외적인 할인 사례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할인도 상부에 알려야 합니다.

6.4 - 저는 직무상 많은 비즈니스 회의, 여행 및 컨벤션을 
기획합니다. L’ORÉAL 직원들을 위한 룸을 자주 예약하던 
호텔로부터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위한 주말 무료 이용권을 
제안 받았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죠. 그것을 수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비록 귀하가 그 선물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추후 L’ORÉAL 
업무 관련 숙박 예약 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상충 기색마저 부적절하므로, 그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면서,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그러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6.5 - 한 공급업체가 저에게 제품 한 무더기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공급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급자의 베푸는 마음은 고맙지만, 정중하게 사양해야 
합니다. 선물과 접대는 그 가치가 상징적 의미인 것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의 회사 로고가 있는 제품이나 
초콜릿 한 상자는 수락해도 보통은 무방합니다. 만약 거절하는 
것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방법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6.6 - 저는 고객과 우리 제품의 진열 공간을 늘리려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제 담당자는 우리 경쟁업체가 "더 
친절"하다고 말하며 우리 제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담당자가 선물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부에 귀하가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알리십시오. 고객사도 
당사 직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고객의 상부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과의 건전한 
협상은 우리가 고객사 직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품질과 가격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현지 선물 및 접대 정책과 함께 “구매윤리지침(The Way We 
Buy)” 및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방식(The Way We Prevent 
Corruption)”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선물과 접대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사업주체로서

선물과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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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정부패는 용인될 수 없고 이는 L’ORÉAL SPIRIT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 유해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칩니다. 부정부패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고 , 
공공기관과 관련된 경우에 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급행료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급행료란 허가서 발급 또는 통관에 묶인 상품에 대한 통관허가 같은 정부의 법적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거나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We must

+  우리의 사업 파트너와 중개자에게 로레알의 지침에대해 
알리고 특히 부정부패 위험이 큰 국가에서 이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의 부정부패 금지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직속상사, 해당 국가 매니저(Country 
Manager)에게, 또는 Corporate이나 Zone의 직원인 경우 
직속 그룹의 최고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즉시 알린다.

+  직원 또는 대표자가 L’ORÉAL의 단기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금품 지급등의 부당한 강요 또는 요구를 
받는다면 해당 국가 매니저(Country Manager)에게, 
또는 Corporate이나 Zone의 직원인 경우 직속 그룹의 
최고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즉시 알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철저하게 문서화한다.

We must not

-  공무원, 정당 또는 정치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관계자에게 
급행료 또는 가치 있는 것(선물, 접대 등)을 포함한 뇌물을 
제안, 약속하거나 제공한다.

-  공공기관, 정당 혹은 노동조합의 관계자로부터 L’ORÉAL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자선단체나 유사한 기관에 
돈 또는 가치있는 것(선물,접대 등)을 제안, 약속하거나 
제공한다.

-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도록 다른 회사의 직원이나 
대표자에게 현금 또는 가치 있는 것(선물, 접대 등)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한다.

-  로레알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도록 하거나 비지니스 
관계에 영향을 줄 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금이나 가치 
있는 것(선물, 접대 등)을 받거나 강요한다. 

-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일이나 직접 진행함이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는데 제 3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즉, 
컨설턴트, 하도급자, 에이전트 및 사업 파트너 선정 및 
모니터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Ethical?

7.1 - 외국 정부로부터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줄 
현지 “컨설턴트” 를 고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컨설턴트는 많은 착수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돕는” 데 사용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그 점에 관해서 염려해야 
합니까? “

네. 만약 어떤 에이전트라도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귀하는 부당한 지불이 없었거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런 착수금 또는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7.2 - 새 사무실을 단장하려고 하는데 현지 관계자가 전화선을 
설치하기도 전에 소액의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전달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만일 그 지불이 합법적인 설치비용이 아니라면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7.3 - 신규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고객을 위해 일하는 컨설턴트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 고객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하여 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고 직속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고객의 기밀 정보를 귀하에게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방식 The Way We Prevent 
Corruption"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뇌물수수와 급행료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내부 감사 
(Internal Control Manager) 매니저, 재무담당 
디렉터(Financial Director), 법률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 구매 담당 (Purchasing Manager) 매니저,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Manager)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에게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선물과 접대(Gifts and 
Entertainment) 장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뇌물수수와

급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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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귀중합니다. 내부 정보의 무단 공개는 L’ORÉAL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유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제에 
대한 그룹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내부 정보 보호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협력업체 소유의 기밀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We must

+  내부 정보의 공개는 L’ORÉAL의 이해를 위해 일하며 
합법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제한한다.

+  정보 관리를 그룹의 최신 규칙 상태로 유지한다.

+  직원, 소비자, 고객 및 공급자의 모든 기밀문서 및 기밀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  내부 정보를 L’ORÉAL 외부의 제 3자(가족 구성원 포함 
또는 소셜 매체 이용 시)와 공유하기 전에 우리가 공유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We must not

-  대화를 엿들을 수 있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내부 정보를 논의하거나 작업한다.

-  이전 고용주의 내부 정보를 공개한다.

-  L’ORÉAL 퇴사 시 모든 내부 정보(원본 및 모든 사본을 
포함)를 보관한다.

Ethical?

8.1 - 제 친구들은 종종 제가 L’ORÉAL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물어 봅니다. 그저 우리가 제품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어떤 신상품이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들에 잘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고 귀하가 L’ORÉAL 직원으로서 
접근권한이 있는 모든 정보(문서, 전자파일, 구두 또는 기타 
어떤 형태의 것이든)는 내부정보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친구라 해도 그런 정보를 친구에게 누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L’ORÉAL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2 -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혁신으로 의사소통이 훨씬 쉽고 
제한이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지침의 기밀성 
원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밀 보장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룹의 규칙, 즉 
소셜 미디어와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8.3 - 요전 날, 저는 잠재적 고객 한 명을 회의에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가는 도중, 우리는 동료의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동료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다른 고객에게 우리의 가격 조건에 대해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특별 
거래를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고객이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가 좀 더 신중해야 했던거 아닌가요?

우리는 직장 안에서조차도 필요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 
데스크(clean desk)” 정책을 따르고, 파일은 서랍에 넣어 
잠가두고, 정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고, 스피커폰 사용 시에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지나갈지 모르는 것이며, 
L’ORÉAL 직원간에도 사업상 민감한 정보는 "알 필요" 기준에 
근거하여 공유되어야 합니다.

8.4 - L’ORÉAL을 퇴사한 동료가 본인의 집에 아직 
L’ORÉAL의 내부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이들 문서가 사본인 경우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이라면 그러한 정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L’ORÉAL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속상사에게 말하세요.

 자세한 정보 : 
기밀성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급자와의 관계에 관한 
“구매윤리지침(The Way We Buy)”과 경쟁사 및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가 경쟁하는 방식(The Way We Compete)”을 
읽어주세요.

문의처: 만약 기밀성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사업주체로서

기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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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L’ORÉAL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  우리의 업무 상의 행동과 언어에서 L’ORÉAL의 윤리 원칙을 
보여준다.

+  개인적 의견 또는 이해관계와 회사의 의견 또는 이해관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  전문 개발 사이트(예: LinkedIn)에 동료와 일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한다.

+  우리의 업무 활동의 일부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우리를 
항상 L’ORÉAL 직원으로 밝힌다.

+   인터넷에는 “비밀” 또는 “비공개”가 없음을 항상 명심한다.

+  L’ORÉAL 또는 브랜드에 대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항상 확인한다.

We must not

-  정당한 권한 없이 L’ORÉAL을 대표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확약한다.

-  우리의 개인적 전문성을 벗어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을 쓴다.

-  개인적 관점을 표현하거나 개인적 사업을 위해 L’ORÉAL 
공문 형식 또는 이메일을 사용한다.

Ethical?

9.1 - 동료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그가 L’ORÉAL의 경영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L’ORÉAL 직원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남긴 다른 정보들, 이를테면 “나는 1위의 화장품 
기업에서 일합니다”와 같은 정보를 통해 그것을 짐작하기는 
무척 쉬웠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와 얘기해 봐야 하나요?

블로그는 점점 인기 있는 표현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참여할 때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L’ORÉAL 의 
견해로 오해되지 않도록 모든 예방책을 취해야 합니다. 그가 
L’ORÉAL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먼저 동료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귀하는 이를 귀하의 
매니저와 상의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9.2 - 우리 팀은 한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그것은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과 저녁 식사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평상시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니 바보같은 농담을 하거나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등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비록 그 사건이 저녁시간 동안 발생했을지라도 귀하의 
팀원들은 여전히 회사 비즈니스를 수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 팀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L’ORÉAL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9.3 -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며 환영 칵테일 행사 때 
다른 참가자와 L’ORÉAL에서 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우리 옆에 있었던 젊은 
여성이 컨퍼런스 취재 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밀 정보는 아니지만 제 말이 표지 기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기자가 함께 참석한 공개 
석상에서는 귀하가 말하는 내용이 기자에 의해 되풀이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Communications Director)에게 문의하십시오. 
방법을 조언해 줄 것입니다.

9.4 - 때때로 인터넷에 L’ORÉAL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틀린 정보가 공개적으로 떠돌고 있다면 귀하는 홍보 
부서에 알려야 하고 그들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직원도 허가 없이 회사 정보나 회사의 입장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9.5 - 처음으로 무역 협회 회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L’ORÉAL에 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법무 담당 디렉터 (Legal Director) 에게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정보 유형과 경쟁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우리가 경쟁하는 방식 (The Way We 
Compete)”과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방식(The Way We 
Prevent Corruption)” 에 대해서도 읽어주세요.

문의처: 만약 회사를 대표하기와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홍보 담당(Public Relations) 매니저,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의 평판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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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ORÉAL은 직원 소비자 및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합니다. L’ORÉAL 은 회사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입수, 유지합니다.
 

We must

+  우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들이 궁금할 경우 
어떻게 우리에게 연락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  필요한 개인 데이터만 수집한다.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는 폐기 또는 수정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한다.

+  L’ORÉAL 내에서 개인 데이터는 엄격히 “알 필요”에 
근거하여 허가된 사람에게만 제공한다.

+  그런 개인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최초 생성국 밖으로 
전달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구한다.

+  동료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한다.

+  개인 데이터 수집 또는 사용을 위임 받는 제 3자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게 한다.

We must not

-  관련자의 동의나 요구되는 규정과 상관없이 “민감한” 
정보(특히 건강 상태, 인종, 성적기호, 정치적견해, 종교등 
출신 배경)를 수집한다.

-  L’ORÉAL 외부사람에게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  입수한 정보를 법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필요이상 오래 
보관한다.

-  적절한 권한과 그 정보에 대한 분명한 사업상 필요가 없어도 
개인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보관한다.

Ethical?

10.1 - L’ORÉAL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L’ORÉAL은 직원,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고객, 주주 또는 
지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또한 경품 행사 운영 
등의 마케팅 상황 그리고 CRM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급여와 경력을 관리하고 법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에 대한 개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고객 또는 공급자와 일하기로 결정할 때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비자 연구 또는 
평가 센터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10.2 - 출장 중에 고객의 개인 데이터가 담긴 USB가 
들어 있는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둑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데이터 분실 시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L’ORÉAL의 
명성을 훼손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분실된 사람들에게 
악역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실된 개인 
데이터에 근거한 ID 도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내부 규칙 및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개인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10.3 - 평가 연구를 위해 지원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사고 싶어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팔 권리가 있나요?

L’ORÉAL은 사업 수행의 일부로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 없이는 그러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4 - 다른 나라의 에이전시에게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법률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 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국가마다 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더욱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서명을 받지 않고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체로서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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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소비자 부서(Consumer Department)에서 한 
고객으로부터 회사에서 본인에 대해 어떤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하면서 보관 중인 개인 정보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우리는 언제나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는 고객의 요청을 존중하며 해당 목록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개인 
정보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등록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법무 담당 디렉터(Legal Director)에게 이 고객의 요청에 
적절히 답변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10.6 - 저는 제 동료 중 한 명에게 깜작 생일선물을 집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인사부에 그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요?

인사부의 답은 매우 적절합니다. 모든 직원의 개인 데이터는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10.7 - 최근에 동료 한 명에 대해 저의 상사와 인사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심하게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에 저는 중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료에게 직접 접근해도 되는지 아니면 상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동료에게 직접 문의하지 말고 상사 또는 인사부에서 
대신 문의하게 하십시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료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귀하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누구와도 공유해선 안 됩니다.

문의처: 만일 사생활 및 또는 개인 데이터에 관하여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법무 담당 디렉터 (Legal Director),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24

We must

+  회사 자원이 유실, 파손, 오용, 낭비되지 않고, 허가 없이 
타인에게 대여, 양도, 판매, 기부되지 않도록 존중하고 
보호한다.

+  모든 회사 자산과 문서는 L’ORÉAL에 속한 것임을 
인식한다.

We must not

-  개인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다. 이메일, 전화, 인터넷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각자의 직무 책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  컴퓨터 시스템, 회사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  L’ORÉAL에 사용 권한이 없는 제 3자에 속하는 자산(사진, 
필름, 기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소셜 미디어 사이트(Facebook, LinkedIn 등)를 통해 
회사의 연락처 목록/전문 주소록에 접근을 허용한다.

Ethical?

11.1 - 팀원 중 한 명이 업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을 
사용하여 외부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팀원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뒷조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의심스럽다면 직속상사에게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IT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한 적절한 승인 없이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2 - 우리 집의 프린터가 고장 났는데 제 아내가 긴급하게 
이력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서 
출력해도 괜찮은가요?

귀하는 개인 문서 작성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빈번하지 않아야 하고, 합당해야 하며, 귀하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업무 외 시간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3 - 저는 다른 부서의 친구로부터 “오늘의 유머”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중 어떤 것들은 무척 웃깁니다. 저는 
그 이 메일을 동료들에게도 보내서 월요일 아침의 웃음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매니저가 그 이메일을 
용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유머”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유머감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특히, 
귀하는 회사의 이메일과 인터넷 접속 시스템이 L’ORÉAL 
SPIRIT –특히 개인 존중과 관련된 부분- 과 상충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접속하거나, 저장하거나, 보내거나, 게시하는데 
사용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포르노,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주제, 인종차별적 
언행, 또는 폭력, 혐오, 편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11.4 - 친구에게 회사 판매점에서 산 가격 그대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또는 시장 가격으로 친구에게 
판매해도 되나요?

귀하가 회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며 
어떠한 가격으로도 재판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만약 회사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Open Talk”).

사업주체로서

회사 자원은 직원들이 L’ORÉAL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의 시간을 포함해서 회사 자원의 오용이나 
낭비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L’ORÉAL의 경영 및 재무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회사 자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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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재무보고서와 비재무보고서를 포함하여 재무기록과 
영업기록이 모든 시점에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

+  기록의 보안을 유지하고 기록 보관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준수한다.

+  내부 실사 절차 준수를 통하여, 우리가 고객과 일함에 있어 
적법한 활동을 통해 진행하고 그들의 자금이 범죄 행위를 
통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 및 외부 감사자와 협력한다.

We must not

-  적절한 허가 및 서류 없이 L’ORÉAL의 자산을 매각, 양도, 
처분한다.

-  현금거래를 받아들인다. 다만,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라면, 현금거래는 명확하게 승인 
받아야 하고 적절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제 3자를 이용하여 지급 사실을 숨긴다.

Ethical?

12.1 - 상사로부터 그가 작성한 연말 판매보고서를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점검하다가 오류로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야 하는지 다소 신경 쓰입니다. 
상사와 어색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가 그 판매보고서 점검을 부탁 받은 이유는 보고서에 
아무런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하가 그 
발견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귀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는 
발견한 점을 상사게 말해야 합니다. 상사는 귀하에게 언짢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12.2 - 때때로 업무가 정신 없이 바빠지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어디다 두었는지 다 
찾아내질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총액보다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소액 항목을 몇 개 만들어서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어떤 식으로도 부정직한 것은 아닐 
것이고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받을 금액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니까요.
.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용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는 
의미이고 부정확한 회계보고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귀하는 
모든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귀하가 응당히 받을 그 결제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12.3 - 우리 고객 중 한 명이 현금과 수표를 섞어 여러 계좌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종류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거래는 돈 
세탁, 즉 불법 수단(마약, 뇌물수수, 성매매)으로 입수한 
자금을 은폐하거나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위험 요소로는 송장에 명시되지 않은 
통화(currency)를 이용한 지불, 현금으로 지불하려는 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지불, 정상적 사업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 입금 후 그로부터 
지불, 초과지불하겠다는 요청 등이 있습니다. 계좌가 계약 
회사의 이름이 아닌 경우 지불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
재무기록과 영업기록의 정확성 및 부패 근절은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방식”( The Way We Prevent Corruption)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일 재무기록과 영업기록의 정확성에 관하여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재무 담당 디렉터 (Financial Director),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우리는 재무 기록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성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합법적이며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정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범죄 행위로 인한 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재무 기록과 영업 기록 및

돈 세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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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투자를 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 
관련규정의 적용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 어떠한 내부정보에 대해서도 
우발적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We must not

-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L’ORÉAL 또는 그 밖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한다.

-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나 내부 정보를 공개한다.

-  회사 내 모든 사람에게 내부 정보를 공개한다.

Ethical?

13.1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부자 정보(inside 
information)”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내부자 정보”는 법에 의해 정의된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로,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인 투자가가 투자결정을 내리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는 L’ORÉAL그룹과 관련 있을 
수 있고 고객, 공급자, 또는 L’ORÉAL과 접촉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ORÉAL의 
주식시장 윤리지침(Stock Market Ethics) 장을 참조하십시오.

13.2 - 저는 L’ORÉAL이 또 하나의 회사를 인수할 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L’ORÉAL이나 그 다른 관련 회사 또는 
그 둘 다의 주식을 매입할 절호의 시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발표되면 주가가 뛰어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L’ORÉAL 직원으로서 귀하는 “내부자(insider)”로 
간주되기 가장 쉽고, 따라서 그 거래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까지는 
L’ORÉAL이나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아선 안 됩니다.

13.3 - 저는 내부자 정보에 근거해서 제가 직접 L’ORÉAL 
주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여자친구에게 지금이 어쩌면 주식을 살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우연히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될까요?

안 됩니다. 마치 귀하가 산 것처럼 될 수 있으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귀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루머를 전달했다는 사실도 윤리와 법에 
위반됩니다.

문의처: 만약 내부자 거래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법무 담당 
디렉터 (Legal Director), 주식 시장 윤리에 대한 내부 
자문(Internal Advisor on Stock Market Ethics)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알고 계신 
내부정보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ORÉAL은 직원의 합법적으로 개인 투자를 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직원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에 관여 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서

내부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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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정확하고 포괄적인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한다.

+  납세 신고서를 준비한다.

We must not

-  L’ORÉAL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함을 알고도 묵과한다.

Ethical?

14.1 - 어떤 공급자가 돈을 절약할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 제품의 연말 주문량의 
구매 서류를 제 3국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경로를 바꾸면 
부가세(VAT)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가세는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그렇게 진행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설령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이고 비윤리적입니다. 
L’ORÉAL 의 예산은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예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2 - 몇 년 전에 납세 신고서를 실수로 작성해서 당시 세율을 
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현지 법에 따라 납세하고 조세 
당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무 책임자(Finance Director) 또는 그룹의 세금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정말 실수인지 확인하고, 실수가 맞다면, 
조세 당국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 실수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14.3 - 미디어에 세금 탈루 기업에 대한 기사가 상당합니다. 
L’ORÉAL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요?

L’ORÉAL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납세 의무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문의처: 만약 세금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재무 담당 디렉터(Financial 
Director),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 또는 그룹의 세금 
부서(Tax Department)와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은 사업을 운영하는 어디에서나 좋은 기업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즉, 관련 세법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합니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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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체로서 우리의 약속

“우리는 L’ORÉAL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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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예방책을 취한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

+  일터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을 반드시 알아 둔다.

+   우리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 행동, 
설비, 물품은 물론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상부 
또는 안전 관련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We must not

-  근무 시 보건 및 안전 규칙을 무시한다.

Ethical?

15.1 - 직속 상사가 제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퇴근 후 저녁에 너무 많이 외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가 혹시라도 꾸벅꾸벅 졸다가 사고를 낼까 
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실은, 한두 번은 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 
외 시간에 무엇을 하건 상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녀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가 저녁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귀하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의 피로로 인해 귀하나 다른 사람이 위험에 
놓인다면 귀하의 상사는 귀하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사는 귀하의 사생활을 위해 존중과 세심함으로 
그 일을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귀하 혹은 귀하의 동료들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들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15.2 - 제조 감독관이 저에게 생산라인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안전장치 하나를 예외적으로 사용중지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는 안전 책임자의 적절한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안전장치나 모니터링 장비도 무시, 분리, 사용 중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조 감독관이 계속 고집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현장 
상부와 인사부에 알려야 합니다. 안전은 생산 일정이나, 그 외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15.3 - 영업 담당자로서 저는 종종 어두워진 후에도 대도시와 
시골지역을 운전하며 다닙니다. 때때로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의 상사에게 이 같은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저의 염려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회사 내 다른 상급자에게라도 제기해야 
할까요 ?

네,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15.4 - 지금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처럼 보이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에게 말해 보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어제 그는 근무 중에 쓰러졌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부와 동료의 상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이 문제를 본인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15.5 - 우리 하도급자 한 명이 구내에서 술을 마셔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L’ORÉAL 직원이 아닌데 
제가 걱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근무 환경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거나 누구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든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만약 보건, 안전, 보안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보건 & 
안전(Health & Safety)담당 매니저,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과 함께 그리고 L’ORÉAL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건,

안전성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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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인사, 마케팅, 구매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 다양성에 대한 
L’ORÉAL의 약속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   우리의 공급자, 고객, 사업 파트너들에게 L’ORÉAL의 
다양성 정책을 알린다.

We must not

-  다음을 근거로 괴롭히거나 따돌린다:  
- 성별 
- 장애  
- 결혼 여부 또는 가족 상황 
- 성적 취향 
- 나이 
- 정치적, 철학적 견해 
- 종교적 신념 
- 노동조합 활동 
-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국적등 출신 배경  
이러한 차별 금지는 채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승진, 고용관계 및 일반적인 근무조건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공급자, 고객, 사업 파트너 및 제 3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Ethical?

16.1 - L’ORÉAL에서 “차별(discrimination)”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나라의 법률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첫 번째 규칙은 L’ORÉAL은 현지의 법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그 국가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모든 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ORÉAL에서 용인될 수 없는 
특정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ORÉAL은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간접적 차별도 
반대합니다. 
직접적 차별이란 직업, 교육, 승진,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모든 
업무생활 측면에 관련해서 동일한 처우 또는 기회를 받지 못함 
을 뜻하는 모든 처사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차별이란 겉보기에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성별, 나이, 
장애, 그밖에 나머지 특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모든 처사를 
말합니다.

16.2 - 인사부에서 제 팀에 장애자 입사를 제안했습니다. 
L’ORÉAL 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팀 분위기를 해칠 정도로 자주 병가를 낸다거나, 
이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다른 팀원들이 질투심을 갖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장애자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팀 내 관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장애자라도 능력에 따라 채용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해당 직무 포지션의 적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적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6.3 - 팀에 50세에 접어든 팀원이 있습니다. 이 팀원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녀는 L’ORÉAL이 
노령자에게 업무상 미래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말과 함께 나이 드는 것으로 시선을 끌기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료를 안심시키고, 그녀에게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를 만나 자신의 이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조언해 보세요. L’ORÉAL은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역동적인 경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6.4 - 동료 중 한 명이 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하는 것 같은 공급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료의 
말을 고려해 볼 때 공급자의 국적 그리고 인종 때문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색, 국적 또는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L'ORÉAL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증진 
위원 (Diversity Correspondent)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 에게 논의 해보세요. 또는 귀하의 직속상사나 
구매 담당(Purchasing) 매니저에게 이 문제를 제기 하십시오.

16.5 - 동성애자인 팀원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부 에 
보고해야 될까요?

동성애 혐오증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들이 하는 농담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직속 상사,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다양성 증진 위원(Diversity 
Correspondent)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 에게 
이야기하세요.

고용주체로서

직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다양성은 우리의 창의성을 강화하며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L’ORÉAL은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L’ORÉAL은 포용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체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자와 
소외계층 및 소수 인종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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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저는 한 주 동안 발생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주간 업무 마무리를 금요일 저녁 팀 회의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팀원 두 명에게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간접적 차별입니까?

만약 귀하가 그 회의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귀하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간접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의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 (팀 업무 추진 현황 파악과 팀원의 질문에 대한 
응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회의를 꼭 
금요일 저녁에 열어야 할 필요가 있을 까요? 금요일 중으로 저녁 
시간이 아닌 그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하거나, 월요일 아침 시작을 
그 회의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16.7 - 저는 다양성이 그룹을 위해 중요하다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성이나 소수 민족 출신의 사람만을 
고용 또는 승진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L'ORÉAL은 우리는 
후보자가 지닌 장점을 보고 고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직무에 최고 책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양성은 여성과 
소수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장애자, 고령자 등과 같이 종종 차별 당하는 다른 집단도 
포함됩니다.

16.8 - 제 동료와 동일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 
모임에 이들을 초대해도 될까요?

동일한 신념을 가진 직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즉, 개종시키려는 
시도(다른 종교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16.9 - 저는 출산 휴가를 갈 예정인데 제가 복귀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앞으로 경력 기회는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L’ORÉAL은 직원의 출산 휴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L’ORÉAL은 유급 출산 휴가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후 이전 직위 
또는 지위와 연봉 측면에서 동등한 위치로 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보장합니다. 출산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와 이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만약 다양성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다양성 증진 위원(Diversity
Correspondent)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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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그 어떤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L’ORÉAL의 약속을 지지하며 증진한다.

+  예의를 지킨다: 동료와 사업파트너에게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우한다.

We must not

-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다.

Ethical?

17.1 - L’ORÉAL에서 “괴롭힘(harassment)”과 “따돌림 
(bullying)”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나라에는 이에 
관한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L’ORÉAL은 현지의 법을 존중하므로 그 국가의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는 모든 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ORÉAL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특정 행동이 
관련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귀하의 국가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은 부적절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유발하려는 의도적 행동
-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
- 굴욕 또는 협박
-  물리적 또는 사회적 고립(소위 ‘무시’나’왕따’)
괴롭힘은 동료간에도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국가에는 
주제에 대한 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런 
형태의 행동에 대한 다른 언급이나, 다른 주제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17.2 - 제 직속 상사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우수한 품질을 얻기 
위해 우리를 독려하는 것임을 알지만, 때때로 그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의 상사는 L'ORÉAL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작업 품질을 
얻기 위해 팀을 격려하며 통솔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팀원의 성과에 대해 비평하거나 충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또한 팀원들을 존중 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 
대우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상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귀하는 인사 담당 매니저와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근무 
환경은 근로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지지 와 참여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만약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고용주체로서

우리 각자는 존중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ORÉAL 에서 그 원칙은 The way we work 
의 기본입니다. 이 권리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또는 처사, 특히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과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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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성희롱이 전혀 없는 일터를 만든다는 L’ORÉAL의 약속을 
지지하며 증진한다.

+  업무 접촉하는 제 3자에 관하여 내외적으로 성희롱을 
금지한다.

We must not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Ethical?

18.1 - L’ORÉAL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나라의 법률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첫 번째 규칙은 L’ORÉAL은 현지의 법을 존중하므로 그 국가의 
성희롱 금지법을 위반하는 모든 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ORÉAL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특정 행동이 
관련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귀하의 국가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  성적 취향의 달갑지 않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메일, 

농담, 표정 및 그외의 제스처, 코멘트, 초대 또는 요청
-  성적인 문서, 포스터, 물건 등의 배포 또는 전시
-  승진 또는 다른 고용혜택 제안을 조건으로 한 성적 또는 

로맨틱한 행위
성희롱은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L’ORÉAL 
작업장 또는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2 - 매니저가 팀 파티 중에 동료 한 명에게 부적절한 
바디랭귀지와 언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는 
내숭떤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고, 또한 자신의 전문 경력이 
위태로워 질까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는 동료가 그 매니저에게 직접 말하도록 북돋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 문제를 그녀의 상부 또는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에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동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때는 
인사부에 그녀로부터 들은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록 귀하가 
모든 사실을 알거나 희롱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 해도 
말입니다. 불쾌한 행위는 통제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8.3 - 한 고객이 미팅할 때마다 항상 저를 만지고 제 외모에 
대해 말하거나 제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L’ORÉAL 직원이 아니라 
L’ORÉAL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속상사 또는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L’ORÉAL의 정책은 직원이 사업 파트너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성희롱 대상도 되지 않게 보장 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만약 성희롱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우리 각자는 존중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ORÉAL에서, 그 원칙은 The way we work의 
기본입니다. 이 권리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또는 처사, 특히 성희롱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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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의 약속

“우리는 아름다움과 공정성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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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L’ORÉAL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한다.

+  정치 활동 참여로 인해 L’ORÉAL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거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L’ORÉAL의 
정치적 견해 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 상사에게 
알린다(“이해의 상충” 장 참조).

+  선물, 접대 및 뇌물수수 금지에 관한 L’ORÉAL의 원칙을 
철저하게 존중한다 (“뇌물수수와 급행료”장 참조).

We must not

-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해 회사 
자원(근무 시간, 전화, 종이, 이메일 및 그 밖의 자산을 
포함)을 사용한다.

-  일터를 정치 무대로 사용한다.

-  L’ORÉAL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지지한다고 믿게 한다.

-  로비스트로 등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Country 
manager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공공기관 또는 정당의 
대표자와 현지 또는 국제 규정에 대하여 논의 한다.

Ethical?

19.1 - 저는 한 지방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 
후보의 정책은 우리 L’ORÉAL의 가치관과 매우 일치합니다. 
제가 전단지 몇 장을 만들기 위해 회사 복사기를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근무 시간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회사 자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19.2 - 저의 직속 상사가 저에게 자기 딸의 시장 선거운동에 
기부금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적절합니까?

안 됩니다. 비록 귀하의 감독자가 귀하에게 강요하지 
않는다해도 그런 요청은 제 아무리 순수해도 부적절하며 
강요성을 띨 수 있습니다.

19.3 -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선거 포스터에 제가 
L’ORÉAL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넣고 싶습니다.

암시적으로 L’ORÉAL이 귀하의 후보 출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19.4 - 로비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미디어에서 로비에 대해 
들을 때, 항상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는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과 관련된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의 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규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파악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영향을 제한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L’ORÉAL은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서로의 입장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19.5 - 직원이 일터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공약을 말해도 
되나요?

L’ORÉAL은 직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회사는 정치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문의처: 만일 정치적 활동 또는 로비와 관하여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은 정당, 정치인 또는 관련 기관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L’ORÉAL은 화장품 업계의 선두로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공개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L’ORÉAL은 직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개인이 회사의 입장이나 생각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정치적 활동 및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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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We must

+  환경친화적 공정에 대한 L’ORÉAL의 약속을 이행한다.

+  재생 원자재 사용하기와 환경친화적 포장재의 개발에 
힘쓴다.

+  우리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여 가능한 한 환경영향을 줄인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여행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폐기물 발생을 피한다.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한 
곳에서는 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책임 있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회사 식당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등 모든 작은 노력들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L’ORÉAL의 환경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발생하지 못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모든 유출과 대기 또는 하천으로의 비정상적인 방출은 즉시 
상사나 보건안전 담당 매니저에게 보고한다.

We must not

-  환경 책무에 대한 회사 규칙을 무시한다.

Ethical?

20.1 - 중요한 제조 장비의 오염 방지 장치가 고장입니다. 
부품을 구해 수리하는 데 3일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행해야 할 막대한 양의 주문 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생산을 중단해도 될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수한 환경 관행을 실천한다는 
우리의 약속은 단기 이익이나 생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필수 오염방지 장치 없이는 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상부에게 통지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20.2 - 우리가 현지의 법을 준수하는 한,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왜 L’ORÉAL의 환경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환경에 대한 L’ORÉAL의 약속은 단순한 법 준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경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의 사업 
이슈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귀하의 매니저와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
L’ORÉAL의 환경 책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rgets 
2020: Sharing Beauty with All”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환경 책무와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보건 & 안전 
담당(Health& Safety) 매니저, 인사 담당(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은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제품을 시판하는 데 관련된 활동 중 많은 것들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가능한 한 이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중요합니다.
 

환경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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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  자선활동은 장기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모든 
활동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을 두고 파트너십을 발전 
시킬 명확한 계획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We must not

-  L’ORÉAL 윤리 원칙과 기업 자선 철학을 반영하지 않은 
활동을 한다.

-  직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L’ORÉAL 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프로젝트에 선물 또는 기금을 기부하도록 강요한다.

Ethical?

21.1 - 제가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선 프로그램에서 
L’ORÉAL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지난 디자인의 포장이여서 폐기 
예정인 대량의 샴푸와 샤워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줘도 될까요?

L’ORÉAL은 귀하의 자선 노력이 회사의 전략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귀하는 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사는 이 특별한 자선의 이유가 L’ORÉAL 의 전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해당 나라의 자선 책임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21.2 - 제가 매주 자원 봉사하는 병원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요청하고 있고 병원은 L’ORÉAL 
직원들을 더 참여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동료 중 몇 명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말해도 될까요?

이 병원이 L’ORÉAL의 전체 자선 계획과  부합하여 기회를 
제시하는 경우 회사가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직속 상사에게 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L’ORÉAL은 "수표를 
뛰어넘어", 현금 및 현물을 함께 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기부, 특히 재능기부를 통한 파트너쉽 발전을 위해 
매진합니다. 귀하는 이 프로젝트의 기업 후원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장기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L’ORÉAL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rgets 2020: 
Sharing Beauty with All”을 읽어주세요 .

문의처: 만약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속 상사, 인사 담당 
(Human Resources) 매니저 또는 윤리위원(Ethics 
Correspondent)과 논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으세요(또한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토크” 장 참조).

L’ORÉAL은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우리가 사업을 운영 하는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좋은 이웃이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 관계자 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역사회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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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가 되는 방법

일상적인 행동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L’ORÉAL에서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L’ORÉAL SPIRIT을 보여준다.
- 항상 윤리지침을 가까이 둔다.
-  절대 팀에게 윤리지침을 무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  신입 사원에게 윤리지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윤리의 날(Ethics Day)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윤리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마련한다.

-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정기적으로 
되짚어본다.

-  연례 직원 평가 중에 “Act/Lead with Human 
Sensitivity”(인간미가 있는 행동/리더십) 및 “Obtain 
Results with Integrity”(정직하게 결과 성취) 등의 윤리적 
역량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한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윤리적이고 용감한 직원의 
행동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또한 직원이 윤리적 우려 사항과 질문에 대해 귀하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귀하는 
그들의 우려 사항을 들을 수 있으며 선의로 본인이 
걱정하는 문제를 공유하는 직원은 보복 당하지 않을 것임을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줌으로써 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윤리를 반영하는 방법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윤리지침 활용법” 섹션의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룹의 윤리 원칙과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인 이유로 결정을 내렸고, 우리의 기밀성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사항을 통해 팀원들이 
배우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팀과 공유하십시오.

팀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귀하는 그룹의 다양한 윤리적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팀원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또한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팀원들이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팀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언을 
제공하고 팀원들이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적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매니저로서 재무 또는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내 의무를 다하는 
것과 윤리지침에 제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그 두 가지는 서로 완벽하게 통하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우수한 
비즈니스입니다. 회사의 이해는 결코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사업관행에 의해서는 증진되지 않습니다.

윤리지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리의 모든 직급에 
적용됩니까?

윤리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맡은 책무가 클수록 
더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중적 표준은 용인할 
없으며 L’ORÉAL의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매니저로서 귀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매니저는 모범을 보이고 윤리적 품행으로 솔선수범합니다.
- 매니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다뤄야하는 의사결정자입니다.
- 팀원들은 매니저를 찾아와 조언과 도움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매니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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