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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EQUIPMENT CORPORATION
공급업체 행동 강령

청렴함에 관한 Crown Equipment Corporation의 명성은 Crown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와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공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Crown의 전통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Crown은 공급업체가 청렴하게 
운영하며 Crown의 행동 강령과 비슷한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Crown의 행동 강령 사본은 www.crown.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모든 주요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과 가치를 규정합니다. 본 요구 사항은 Crown 
Equipment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총칭 “Crown”)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와 전 세계에 위치한 
공급업체의 자회사 및 계열사(총칭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Crown과 맺은 구매 주문 약관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공급업체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1.	 법률과 본 강령 준수 및	CROWN에 대한 의무

 Crown은 Crown의 전 세계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법률, 규칙과 규정,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명시된 요건, 
공급업체의 Crown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A.  공정 거래. 공급업체는 모든 반독점과 경쟁 법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시장 할당 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기타 금지 행위를 
비롯하여 경쟁업체와의 불법적 협력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B.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법률. 공급업체는 해당하는 모든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법률, 현지와 연방 법률, 국제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관련 규정과 업계 표준을 준수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Crown이 위반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C.  자금 세탁 방지법률. Crown은 합법적인 출처의 자금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명성 있는 공급업체와만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공급업체는 자금 세탁과 관련된 해당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D.  이해 충돌 방지. 모든 장비, 물품, 서비스 계약에 따른 보상은 그 
가치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Crown의 정책입니다. 공급업체 
또는 잠재적 공급업체와 접촉하는 모든 Crown 직원은 최고 수준의 
윤리 표준과 비즈니스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매 결정은 이해 
충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 충돌이나 부적절한 일이 
있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이해 충돌에 관한 
Crown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E.  수입 및 수출. 공급업체는 해당하는 모든 레이블 부착 요건, 
관세, 제재 요건 및 기타 국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수출입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람 및 안전

 A.  다양성. 공급업체는 모든 지원자와 직원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사회적 배경, 나이, 성적 성향, 국적, 장애, 정치적 
신념 또는 추가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특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B.  강제 노동 또는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최소 법적 
연령 요건에 맞는 근로자만 고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아동 노동 
및 노예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동 노동에 관한 Crown의 정책과 호주의 2018년 현대 노예법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계약 또는 강제 
노동, 노예, 인신매매 또는 강요에 따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C.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해당하는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 

규칙, 규정과 Crown의 정책, 절차 및 안전 이니셔티브를 준수해야 
합니다. Crown 시설 또는 Crown을 대표하는 Crown의 고객 
장소에 있는 동안 공급업체는 Crown의 환경, 건강 및 안전 정책과 
절차(요청 시 사본 제공)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Crown 
시설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는 작업 안전 계획 양식(요청 시 
사본 제공)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공급업체는 모든 환경 법률, 규칙 
및 규정과 Crown의 환경 정책, 절차 및 환경/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Crown 시설 또는 Crown
을 대표하는 Crown의 고객 장소에 있는 공급업체는 규제 물질 
및 제품 내용물 사양과 RoHS(EU 특정 위험 물질 사용 제한), 
WEEE(EU 전기 폐기물 및 전자 장비), EU 배터리 지침(EU 배터리 
폐기물), REACH(EU 화학 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분쟁 
광물 규정, 캘리포니아 개정 65항 및 기타 유사한 법률과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물질의 사용, 내용물 또는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Crown
은 작업 시작을 승인하기 전에 공급업체가 지속 가능성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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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	지적 재산,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A.  공급업체는 Crown이 직접 제공했거나 Crown을 대신하는 
주체가 제공한 Crown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여 Crown의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B.  공급업체는 Crown에 대한 모든 기밀 및 지적 재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Crown의 명시적 허가 없이 Crown의 상표, 이미지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공급업체는 Crown이 직접 제공했거나 Crown을 대신하는 
주체가 제공한, 개인 정보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의 취급에 적용되는 해당하는 모든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D.  Crown은 공급업체가 정보 기술(“IT”) 보안 침해와 비즈니스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며, Crown이 요청할 경우 IT 위험 평가 점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에는 직원 교육과 주기적 
테스트, 독립 기업의 IT 보안 평가, IT 시스템의 무결성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최신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모니터링,	위반 보고

 A.  공급업체는 직원, 공급업체 및 하청 계약업자가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행동 기준)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 중 한 곳으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Vice President – Supply Chain
  사무실: +419-629-2220 내선 13271
  ben.rhinehart@crown.com

  Chief Compliance Officer 또는 Director of Compliance
  사무실: +419-629-2311
  compliance@crown.com

  Justin Newbury
  Director of Commercial Operations & Regional  

 Compliance – APAC
  사무실: (+61) 2 8788 0454
  justin.newbury@crown.com

  Carl-Christian Koeppl
  Compliance Officer, EMEA
  사무실: +49-89-93002-411
  carl-christian.koeppl@crown.com

  Tonja Rammel
   Director of Corporate Environmental and Manufacturing 
  Safety (Mexico – Compliance)
  사무실: +419-629-2311
  tonja.rammel@crown.com

  www.connectwithcrown.com의 Crown 핫라인

 C.  Crown은 Crown의 비용과 지출을 사용하고 공급업체에 
합당한 통보를 하여 공급업체의 시설과 운영을 감사 또는 점검하고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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