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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 am pleased to present IRI’s Code of Conduct 
policy. This document is a declaration of our 
commitment to maintain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thics and integrity in all that we do. 

As you’ve heard me say before, organizations 
look at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as a true 
indication of who you really are. People see right 
through phony platitudes and insincere intentions. 
They look at what you do — especially what you do 
when you think they don’t see you.

Further, integrity, truly the core to our Code of 
Conduct, or said differently, doing the right thing 
even when no one is looking, is the greatest 
personal attribute a leader can possess. This means  
always taking the “hard right” versus “easy wrong” 
decisions. To put in context, have you ever worked 
for someone you didn’t respect due to integrity 
issues (say one thing, do another; don’t support 
you in front of management, take the easy wrong 
choice because it caused the least amount of  
waves, etc.)? Our work is not a popularity contest, 
and whether someone “likes” you or not is 
unimportant. However, without integrity, respect 
and trust, we will never succeed.

Adherence to the Code of Conduct enables us to 
deliver outstanding products and services while 
meeting our ethical obligations. The Code of 
Conduct applies to each of us, and we all must 
strive to understand it and follow it. 

This Code of Conduct unites us all around one 
set of values that guide our daily decisions and 
actions. We should: 

•  Operate honestly, ethically, and with integrity
•  Follow bo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law
• Embrace global privacy standards

•  Safeguard our data and the data of our
partners and clients

•  Never compromise our values or alter them
for any reason

•  Promptly report any suspected unethical
or illegal behavior

I encourage you to carefully read our Code of  
Conduct and refer to it often for guidance.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IRI and to me personally 
than protecting IRI’s reputation by embracing 
and following this Code of Conduct. IRI’s success 
is rooted in how we conduct ourselve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f you are ever unsure of what to do in a situation, 
don’t hesitate to ask. Ask your supervisor, your 
supervisor’s supervisor, anyone in the Legal 
Departmen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or come to me! 

The proper response to some situations may 
be very unclear, and we never want you to be 
uncertain that you did the right thing. 

Separately, please note that IRI requires that all 
third-party agents and other contractors who bid 
on or perform services on behalf of the company 
adhere to IRI’s Vendor Code of Conduct, which 
sets out the ethical standards IRI expects of 
everyone we work with. 

Thank you! 
Kirk Perry

A note from IRI’s CEO, Kirk P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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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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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동강령은 IRI와 전세계 IRI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수칙을 지켜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RI는 때때로 본 행동강령과 기타 컴플라이언스 주제에 대해 교육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수칙의 

최신버전은 IRI의 웹사이트 거버넌스 섹션(https://www.iriworldwide.com/en-US/company/Governance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훈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수칙에 관련된 기타 질문이 

있을 경우 인사부서 또는 법률고문(general counsel)에게 General.Counsel@iriworldwide.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 수칙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 수칙과 관련하여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 수행 시 특정 법률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중 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사

• 귀하의 업무와 관련된 인사부서 담당자

• IRI 법무부서

귀중: 법률고문 

주소: 203 North LaSalle Street, Suite 1500, Chicago, IL 60601  
전화: +1 (312) 726-1221 

이메일: General.Counsel@iriworldwide.com 

• IRI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상담전화: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16362/index.html 

미국 근무 직원들은 무료 상담전화 +1 (888) 205-783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 직원들의 상담전화번호는 상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 위반 

귀하의 상사로부터 옳지 않은 지시를 받을 경우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행동과 무관한 해당 상사의 상급자에게 또는 IRI의 인사부 또는 법무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우려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안을 즉시 상위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IRI의 법률고문, IRI의 인사부 담당 부사장, 또는 컴플라이언스 무료상담전화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현지 법의 적용을 받아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별도의 현지 내부고발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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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서문계속 

 

 

 
 

기밀유지의무 및 보복금지  

우리는 법률 또는 본 수칙 위반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혐의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조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상 가능한 한 불법행위의 혐의를 제기하거나 실제 불법행위를 보고하거나 내부 조사를 

지원한 직원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 

회사의 모든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 규정 또는 고용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규정 

또는 고용계약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고용 계약 해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수칙의 위반이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반 사안은 법집행기관에 이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책무: 본 수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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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DISCRIMINATION, BULLYING, HARASSMENT, 

 

 

AND OTHER EMPLOYMENT PRACTICES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성추행이 없는 업무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존중 받으며,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1) 개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역할 고정관념, 임신여부, 성적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종교, 종교적 신념, 국가, 민족, 조상, 혼인여부, 연령,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 정치신념 또는 

정치활동, 군복무 여부, 시민권, 유전정보, 질병 또는 기타 보호되는 요인을 이유로 한 불법적인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2) 인종차별, 성추행 등의 불법적인 괴롭힘을 금지하고, (3) 적극적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법률을 따릅니다.    

 

성추행은 고용, 해고, 승진, 보상, 보직변경 또는 징계와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에 순종 또는 거부하는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또한 

그러한 행위가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가진 직원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포함합니다. 우리는 동료 직원들에 대해 상시 

예의를 갖추고, 상호존중하고, 유쾌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태도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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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약속 준수  

 

 

 
 
 
 
 

IRI 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IRI 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실상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때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본 수칙의 정책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중에 이러한 원칙을 굽혀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경우 법무부서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책무: 고객에 대한 약속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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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해충돌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둬온 것은 대중의 꾸준한 신뢰덕분입니다. 고객들이 우리의 모든 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성을 얻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었지만 이러한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실제 이해충돌의 발생만큼이나 회사의 명성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책임의 수행을 실제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 업체, 

정치적 운동 등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 업무수행 또는 기타 업체나 개인들을 

응대함에 있어 직원의 독립적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업무적 관계를 피하십시오.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상적 업무 외 수익을 창출하는 외부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경쟁업체에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외부 업무  

• 전화와 이메일 수신/발신, 서신 처리, 고객방문응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간, 회사의 자산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등 회사 내 직무를 방해하는 외부 업무   

• 회사 내 직무에 필요한 시간과 능력을 할당하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외부 업무  

 

IRI의 경쟁사 또는 공급업체, 도급업체 또는 고객들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다만, 현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면 공기업 유가증권의 5퍼센트 이하 지분보유는 

허용됩니다.  

 

또한 미리 회사의 부사장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IRI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임대계약이나 기타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IRI 비즈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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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해충돌 계속 

 

 

 
 

IRI 임직원들은 실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 계약이나 구매주문과 관련하여 선택, 

결정, 또는 관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아래 해당하는 자가 계약 또는 구매주문을 수주하는 것으로 

예정된 기관에 금전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 

• 직원의 직계가족 

• 직원의 업무파트너 또는 

• 그러한 직원, 가족 또는 파트너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하려고 하는 기관  

 

즉, 회사와 우선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무: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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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뇌물 및 기타 부당지급 

 

 

 
 

우리는 결코 뇌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수령하거나 주선하지 않습니다. IRI의 이익을 바라고 

개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발생시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뇌물을 받은 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나 정부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좇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법, 연방법 또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부당행위를 암시하거나 

부당행위로 보이는 것을 지원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뇌물 또는 기타 부당한, 불법적 수수를 

은폐하거나 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자, 유통업자 또는 컨설턴트와 같은 제삼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고객, 공급업체 또는 제삼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들에게 업무를 수주하거나 

공식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급, 지원 또는 약속(가령, 향후 

고용 약속)을 하거나 이를 주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급 또는 주선을 하지 않습니다. 
  

• 영업 관할권의 적용법률을 위반하는 지급 또는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 또는 유사 현지법률의 금지사항을 회피하는 지급   
 
임직원들은 일부 국가에서 소위 급행료라고 하는 뇌물지급 또는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물 지급요청을 받게 되거나 이런 주제가 제기될 경우 IRI의 

법무부서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IRI 임직원들은 뇌물이나 기타 불법적 지급을 하거나 주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시 담당하고 있는 

청구서가 매매된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거래의 통상적인 가격 및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된 금액이나 발생한 구매는 반드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업상 용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서비스나 합법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구매 건과 관련하여 개선, 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부가물은 뇌물수수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금전지급 및 금융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내부 재무통제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록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과 지출은 문서화 및 근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IRI 법무부서가 서면으로 다른 절차를 승인하지 않는 한 회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은 회사에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은 회사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자나 법인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자금은 불법적, 비윤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비공개 또는 미기록 

법인계정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Formatted: Not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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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기타 부당지급 

 

 

 
 

 

임직원의 책무: 부당지급  
 

뇌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받지 말고, 제삼자를 이용하여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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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뇌물 및 기타 부당지급계속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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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국제적 활동 

 

 

 
 
 
 
 

우리는 모든 영업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 및 개인 윤리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각 정부의 철학, 

관습 및 행동기준이 국가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정직함, 청렴, 공정성과 같은 가치들은 전세계 IRI 

비즈니스 거래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 거래나 협상 관행과 관련된 행동기준이 IRI의 관행보다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IRI의 좀 

더 엄격한 수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의 적용법률이 미국이나 캐나다 법률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외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단, 외국법률의 준수가 미국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국법과 미국법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무부서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IRI의 법무부서의 승인이 없이는 거래를 제약하는 관행에 협조하거나 관련 법률상 금지 또는 

처벌되는 보이콧에 협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관행의 발생 또는 관행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을 

시 즉시 IRI의 법무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제공 시 IRI 법률고문의 서면 승인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급은 IRI의 기록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와 거래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부패방지 법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법무부서에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6조  

국제적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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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금품 및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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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한 수준의 향응이나 금품은 관행적이며 적절할 수 있지만 IRI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또는 

잠재고객, 협력사, 컨설턴트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금품의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지 및/또는 업계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금품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IRI 임직원은 회사와 사업적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이외의 선물은 “적은” 금액(즉, 미화 5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가의 선물 또는 임직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지되는 선물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분별력을 발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동석한 점심식사, 저녁식사, 공연,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통상적인 사업적 향응의 경우 (a) 그 

성격이 적절하고 회의의 일부인 경우 또는 (b) 비즈니스 관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참석이 회사 내/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질 지 고려하고, 그러한 참석이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성(性)적이거나 부적절한 성격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간소한 선물이나 식사제공조차 위법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공직자에게 선물, 식사 

또는 향응을 제공하기 전에 법무부서 및 관련 공무원(현지법에 요구되는 경우)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무: 선물 및 향응 

 

회사 정책을 위반하는 선물이나 향응은 되돌려주거나 예의 있게 거절하십시오.  

 

 



12 Copyright ©2017 Information Resources, Inc. (IRI). 

8조  

 

 

 

장부, 기록 및 의사표현의 정확성 
 
 
 

IRI 임직원은 고용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중대한 정보를 적절히 기록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의 진정한 성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왜곡하여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근무시간 기록표와 지출품의서는 정확하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정이나 계약조항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기록표나 지출품의서에 날인된 

임직원의 서명은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 및 발생한 비용이며 그러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계정임을 증명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고객, 공급업체 및 도급업체와 거래 시 거짓되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의사표현 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정보수령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시 최근의 정확하고 완전한 비용 및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십시오.  

 

정부 고객이나 정부 기관에 거짓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제안서, 견적서, 

현황보고서, 재무보고서, 기타 문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 관련 직원 및 그러한 제출을 승인한 

상급자들이 민사 및/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의 책무: 회계, 기록 및 의사표시의 정확성  

 
회계장부에 부정확하거나 거짓되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모든 근무시간 기록표 및 지출품의서를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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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회사 자산의 적절한 이용 

 

 

 
 
 
 
 

IRI 임직원은 사익을 위하여 회사나 고객의 금전, 재산, 장비 또는 직원의 서비스를 유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재산을 고용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정보자산을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무결성은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산을 사용할 시 상시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손상 또는 회사 외부로의 

공개를 막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제약과 같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산을 사용할 시 해당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령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본을 만들거나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나 고객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회사 컴퓨터 시스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입니다. .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인지할 시 즉각 감독관 및/또는 IRI의 재무부서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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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불공정 경쟁법 

 

 

 
 

불공정경쟁 법률과 독점금지법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또는 각서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 계약 또는 각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판매 가격, 비용, 이익 또는 조건  

• 판매지역 및 시장점유율 

• 서비스 제약 

• 마케팅 및 제품 기획 또는 시장조사 및 연구 

• 고객 또는 공급업체 할당 또는 선정 

• 생산역량 또는 

•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는 행위. 
 

불법적 계약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 간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임직원들이 

경쟁업체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동방침에 따르게 되면 IRI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당국, 법원 또는 배심원단은 경쟁업체들의 비공식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만으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몇 마디 말, 윙크, 끄덕거림, 심지어 

침묵을 지키는 것조차 법률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상기 내용 중 어느 주제를 언급할 경우 가볍게 언급되거나 불순한 의도가 없어 

보이더라도 즉시 해당 대화에 반대하고 이를 중지시켜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비밀스러운 가격 협의나 리베이트도 피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다른 별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해서도 안됩니다 (반독점 규제 승인이 획득되지 않는 한).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RI 법무부서와 자세하게 협의하십시오. 경쟁업체나 경쟁업체를 

대리하는 제삼자로부터 부적절한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법무부서에 보고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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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불공정 경쟁법 계속 

 

 

 
 

 

 

임직원의 책무: 불공정경쟁 
 

공격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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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언 및 허위 광고  

 

 

 
 

우리는 회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조하며 회사 경쟁업체 또는 그들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업체나 그들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무:  
경쟁업체의 성격에 대해 발언하거나 또는 부당 영업행위 혐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마케팅 활동은 감독관 및 IRI의 법무부서에 즉각 보고하십시오.  



17 Copyright ©2017 Information Resources, Inc. (IRI). 

12조  

경쟁업체 영업정보 수집 

 

 

 
 

우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서비스, 제품, 마케팅 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을 평가하고자 

다양한 합법적 소스를 통해 영업정보를 수집합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수집 방식은 직접 수집을 하든 제삼자를 이용하든 오로지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IRI와 우리의 계약업체들은 결코 우리의 신원을 숨기는 방식으로 기만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원 또는 기타 개인들에게 현재 또는 종전의 고용주와 체결한 

기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비지 피킹(garbage 

picking)”이나 전자도청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달활동 중 경쟁 상대방의 입찰 또는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의 임직원에게 회사의 경쟁업체가 

고객에게 제출한 기밀정보 또는 고객이 개발한 기밀 공급원 선정 정보(source selection information)를 

제공해줄 것을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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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독점, 기밀정보의 보호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대부분의 정보는 회사의 가치 있는 자산이며 독점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의 상시적인 업무 또는 정보 접근/이용을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사실상 IRI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회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독점적인 기밀정보(“기밀정보”)는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전략적 영업계획 

• 영업결과 

• 계약조건 

• 마케팅 전략 

• 고객목록  

• 인사기록 

• 회사개발소프트웨어 

• 청사진 

• 예정된 인수 및 매각 

•  신규투자 및 운영비용  

• 절차 및 

• 방식.  

 

이와 같은 기밀정보는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에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주나 기타 승인 받지 않은 개인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은 종전 

고용주로부터 습득 또는 취득한 모든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IRI의 업무 수행 

중 이용할 수 없으며 IRI의 직원에게 어떤 이유로든 공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그들의 독점적 기밀 정보를 우리에게 위탁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오로지 고객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객이 가질 수 없다면 향후에 우리와 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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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독점, 기밀정보의 보호 계속 

 

 

 
 
 

임직원의 책무: 기밀정보의 보호 
 

• 승인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밀정보를 

논하거나 전달할 시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합니다. 

• 우리의 기밀정보를 보호합니다. 기밀정보의 기밀을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 고용 시 체결한 기밀유지계약의 조건을 준수합니다. 

• 민감한 독점적 정보를 기밀로 표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한 

사무실 또는 캐비닛에 보관합니다. 

•  회사 IT 및 데이터 보안 정책에 따라 컴퓨터 패스워드와 사무실의 

접속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조치를 취합니다.  

• 독점적 기밀문서를 적절히 반환 또는 폐기하고 회사 문서보안정책을 

따릅니다.  

• 합작투자나 영업 파트너들에게 해당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회사 

영업, 기술, 재무 또는 인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입니다. 적절한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말하는 내용과 그 대상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므로)에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 회사 직원 또는 경쟁업체가 회사, 고객, 경쟁업체 또는 정부에 대한 

기밀정보를 오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시 감독관 및 IRI의 법무부서에 

즉시 통지합니다.



14조  

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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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신의 사적인 또는 타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회사, 회사 계열사 및 고객의 중대한 비공개(“내부”)정보를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윤리적이며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고용된 상태에서 취득한 

무관한 기업들에 대한 내부정보를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역시 비윤리적이며 불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직원의 책무: 내부정보 , 주식 

 

 

회사나 회사 계열사 또는 고객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tipping)”은 타인의 

행동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15조  

컨설턴트, 대리인, 대표자, 공직자, 변호사의 
고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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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규사업기회 추진 등 다수의 영업추진과정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데에는 합법적이며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턴트를 이용하여 영업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하거나 개인을 IRI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증원 회피)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판이 좋고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만을 대리인, 대표 및 컨설턴트로 고용합니다. 관련 법률상 

고용이 금지되거나 실질적 또는 표면적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컨설턴트,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면계약을 통하여서만 그리고 진실한(bona fide) 상업 판매 대표,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개인들과만 수수료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한 모든 약정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컨설턴트나 기타 외부 협력사에게 회사의 윤리적, 법률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신념을 

인지하게 하며, 모든 기업과 개인들이 회사의 수칙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함을 규정해야 합니다. 모든 

컨설턴트와 협력사들은 일체의 관련 법률 준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문수주의 지원 또는 서비스 수수료는 적절해야 하고 합리적인 윤리 및 법률 원칙,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관련 제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합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률고문은 성공보수, 로비 또는 

정부나 정부기관의 공직자이거나 직원이거나 향후 그렇게 될 자의 고용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 및 컨설턴트 약정들을 승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서는 그러한 약정을 문서화한 모든 계약을 미리 

검토하고 서면 승인합니다.   

 

또한 법무부서는 회사의 모든 고용 변호사들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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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컨설턴트, 대리인, 대표자, 공직자, 변호사의 
고용 및 이용 계속 

 

 

 
 

임직원의 책무: 제삼자의 고용 및 이용  
 

• 제삼자를 아래의 목적으로 결코 고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 뇌물 수수  

• 정치캠페인 기부. 

• 산업 스파이 또는 제삼자의 기밀 독점정보 부당취득  

• 정부조달 시 회사에 부당한 경쟁우위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내부정보 취득 

• 관련 법률 회피. 

• 가격담합, 상호 매매약정 또는 달리 반독점 법 위반 또는 회피를 위한 

결탁을 위해 대리인, 협력사 또는 업체와 관계를 맺음  

• 기타 본 수칙이나 회사 정책 및 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가담 

• 제삼자와의 모든 수수료 약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 성공보수를 수취하거나, 로비 또는 사업개발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동시에 

정부직원이거나 향후 그렇게 될 제삼자를 고용하기 전에 서면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 IRI의 법무부서의 승인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회사를 대표할 외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 제삼자를 IRI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 계약자나 

컨설턴트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제삼자에 의한 위법행위가 실제 발생하거나 의심될 시 감독관 및 

IRI의 법무 또는 인사부서에 즉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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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협력사와의 관계 

 

 

 
 
 
 
 

우리의 외부 협력사들은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며 예의를 갖춰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들과 거래 시에는 본 수칙에 따른 청렴기준을 적용하고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경쟁 공급업체들 중 선택을 할 때에는 모든 사실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급업체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품질, 경험, 기술적 탁월성, 비용/금액, 일정/인도, 서비스, 보수유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협력사와 협상 시에는 더 좋은 가격 또는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타 협력사들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달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을 보유한 자의 경우 협력사로부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선호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임직원은 품질, 인도, 서비스 

그리고 시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결정을 내려 회사와 고객들을 위한 최상의 

가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무: 협력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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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RELATIONS WITH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AGENCIES 
 
 
 

정부 대표자나 기관으로부터의 회사와 관련된 정보 요청을 받을 시 IRI의 법무부서에 이첩합니다. 

단, 아래의 요청은 예외입니다.   

•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자 하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청 또는 요청하는 

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청  

• 정부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일부인 요청 또는 

• 일반적인 성격의 비독점적 기술, 영업 또는 과학적 이슈와 관련된 지원 요청 

이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의 일상적 책무에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 및 IRI의 법무부서와 미리 상의 없이 회사를 대리하여 그러한 기관과 연락을 하거나 문의에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승인된 규제적 점검, 조사, 검사에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상사나 IRI의 법무부서에 상담해야 합니다. 수색영장을 받을 경우, 

직원 핸드북에 있는 수색영장대응프로토콜에 따르십시오.  

 
 
 

 

 
임직원의 책무: 정부와의 관계  

 

 

 

 

정부기관에서 회사 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을 제시할 시 회사의 

수색영장대응프로토콜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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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언론과의 관계 

 

 

 
 
 
 
 

IRI는 개방성과 정직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회사 비즈니스 관계와 전략의 기밀유지를 비롯한 회사 

직원과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언론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고객이나 기타 당사자와의 기밀유지계약 위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회사의 홍보전문가 또는 기타 승인된 회사의 대리인들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IRI의 최고마케팅책임자 John 

McIndoe에게 John.McIndoe@IRIworldwide.com 로 연락바랍니다.  

 
 
 

 

mailto:John.McIndoe@IRIworldw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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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NTRIBU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우리는 모두 정치후보자나 정당, 우리가 중시하는 명분을 위해 개인적 기부를 하는 등 정치활동의 

일부로 참여할 것을 권장 받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나 명분에 대한 개인적 기부는 결코 회사 명의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어떤 후보자나 명분을 지지 또는 지원하였음을 언급하거나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외관 또는 실질을 형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IRI의 법률고문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정치후보자에게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직원은 정치후보자나 정당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금전, 물품, 서비스, 대출, 자산 또는 회사시설의 이용을 

포함합니다. 모든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금전적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부를 할 때에는 회사 수표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결코 직원의 

지출품의서를 통해 또는 달리 직원에게 환급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IRI의 법률고문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때때로 전체 업계 커뮤니티 또는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제의 입안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환경, 조세, 국제무역, 보건 및 안전규제). 그러한 활동은 

입안자들, 정부기관, 행정부, 일반 대중을 향한 직접적 또는 업계 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은 아래 항목을 요구합니다.  

• IRI 법률고문의 선행 승인 

•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제삼자와의 약정을 IRI 법무부서가 미리 검토  

• 모든 로비활동의 준거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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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우리의 프라이버시 원칙은 회사 정보 수집, 처리 및 데이터 사용 관행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일관적인 

토대를 형성합니다. IRI는 전세계 IRI의 영업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프라이버시 법률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수집내용 및 사용방법에 대해 공지하며, 패널들과 조사응답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체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며 회사와 

파트너 및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란 넓은 의미로 어떤 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신원파악이 가능한 자와 관련된 정보(가령,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정보)를 의미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열람 시 안전하게 이를 

보관해야 하며 승인 받은 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지역의 경우 직원의 종교, 

의료정보, 범죄행위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특히 개인정보에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도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나 데이터와 관련된 침해를 개인이나 정부기관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반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IRI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또는 법률고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회사의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시 IRI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Privacy.Officer@iriworldwide.com) 또는 IRI의 

법률고문(General.Counsel@iriworldwide.com)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mailto:Privacy.Officer@iriworldwide.com
mailto:General.Counsel@iriworldwide.com
mailto:General.Counsel@iriworldw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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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계속 

 

 

 
 

 

 

 

필요한 정보, 영업상 합법적 사유로 승인된 개인정보만을 열람, 수집 및 사용합니다.  

 

 

관련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전송 및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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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본 행동강령은 고용계약이 아니며, 고용계약의 조건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적 고용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 수칙은 현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계약에 명백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수칙의 지침은 현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않는 한 IRI의 단독 재량으로써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수칙이 종전의 회사 윤리강령 및 기타 모든 회사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 수칙이 

우선합니다. 보완적인 정책 및 절차는 직원 핸드북이나 IRI 웹사이트와 같은 회사의 다른 문건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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