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윤리 강령
개요

글로벌 윤리 강령 개요
PPG에서는 사업 및 업무적 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윤리적이고 존중받는
회사라는 당사의 명성은 중요한 경쟁 우위입니다. 고객,
주주, 직원, 공급업체 및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당사의 가치와 일관되는 결정을 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윤리 강령은 윤리적인 회사로서의 당사의 핵심
가치들과 기대 사항들을 구체화합니다. 글로벌 윤리 강령을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기대 사항
관련 지식 가지기

당사의 강령과 법률을 읽고, 이해하고,
준수하십시오.

책임감 가지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당사의 기준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명예 지키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완전한 진실성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경의 표하기

개방적인 환경을 장려하십시오.
진정성과 확신을 갖고 의사 소통하십시오.

용기 내기

우려를 제기할 때는 신속하게 하십시오.
우려를 적절하게 상부에 제기하십시오.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사의 윤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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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체 기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corporate.ppg.com/
Our-Company/Ethics.aspx에 있는 전체 강령에 접속하십시오

윤리적 의사 결정
다음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 합법적인가?
✔✔ 강령을 준수하는 것인가?
✔✔ PPG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 나와 PPG를 잘 반영할 것인가?
✔✔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와도 괜찮을까?

이들 질문들 중 하나에라도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아래의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 직속 상사 또는 그 상위 관리자
• 인사 담당 책임자
• 지역 또는 사업부 법률고문
• 윤리 및 규정준수 담당:
• PPG 윤리 헬프라인 – 한국어로 비밀 및 익명의 문의 또는 신고를
하려면, ppgethics.com에 나와 있는 해당 국가의 전화 번호로
윤리 헬프라인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십시오.
콜렉트 콜이나 수신자 부담 전화는 +1.720.514.4400번으로 하십시오.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1.800.461.9330번으로 전화하십시오(영어).
• 이메일 chiefcomplianceofficer@ppg.com

선의로 윤리 또는 법적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글로벌 윤리 및 규정준수 웹사이트
na.web.ppg.com/sites/ethics/en/Pages/default.aspx
PPG 윤리 헬프라인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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