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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정책

내부 고발 정책

1. 정책 성명

1.1 Rotork는 모든 사람이 동료의 견해와 의견을 존중하는 개방된 
문화를 권장합니다. Rotork는 정직함, 진실성, 공정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높은 표준을 
유지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은 종종 일이 잘못되거나, 
미처 알아채지 못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성과 책임의 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Rotork가 내부 고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1.2  이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히 
조사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의심되는 법범 행위를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길 권장합니다.

(b)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  사람들에게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심시킵니다.

2.  이 정책의 적용 대상 및 내부 고발자는?

2.1  이 정책은 고위 관리자, 임원, 이사, 직원, 컨설턴트, 훈련생, 
재택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용역 노동자, 임시 및 에이전시 직원, 
공급업체 및 고객(집단적으로 이 정책에서 사람이라고 표시함)
을 포함한 Rotork 내 그리고 Rotork와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에 
적용됩니다.

2.2  내부 고발자는 섹션 3.1에 열거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당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되는 
범법 행위나 위험과 관련된 문제(내부 고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정책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2.3  이 정책은 업무 수행 시 작업자를 대하는 방식과 같은 개인적인 
환경과 관련된 불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의 고충 처리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내부 고발이란?

3.1  내부 고발은 업무 수행 시 의심되는 범법 행위나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  범죄 행위

(b)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c)  환경적인 피해

(d)  법적 또는 직업적 의무 또는 규제 요건 미준수

(e)  뇌물 수수

(f)  금융 사기 또는 부실 경영

(g)  태만

(h)  내부 정책 및 절차 위반

(i)  Rotork의 명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비윤리적인 행위 
포함)

(j)  비밀 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k)  위 문제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3.2  이 정책의 범위 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불확실할 경우 내부 
고발 담당자 중 한 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세부사항은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4.  내부 고발 문제 제기

4.1 당사는 여러분이 상사와 함께 내부 고발 문제를 제기하길 
희망합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내부 고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상사와 함께 내부 고발 문제를 제기하길 
원치 않거나 상사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상급 관리자 
및 현지 인사 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부 고발 
담당자 중 한 명 또는 외부 Speak Up 핫라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세부사항은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4.2  당사에서는 익명으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이름이 
없으면 적절한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ID
가 공개될 경우 종종 내부 고발자는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내부 고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사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에 대해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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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및 결과

5.1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최초 평가가 
수행됩니다. 당사는 내부 고발자에게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한 Rotork의 
대응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 당사에서 취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2  일부 경우 당사는 조사 관련 경험이나 해당 주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조사관이나 조사관 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는 추가 범법 행위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5.3  당사는 항상 내부 고발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당사는 
이 정책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프로텍트

여러분이 원할 경우 비밀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내부 
고발 단체인 프로텍트로부터 추가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 단체의 문의 세부정보는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7.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지원

7.1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영향에 대해 종종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이 정책에 따라 개방성를 
권장하고,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7.2  사람들은 악의 없이, 개인적인 이익 없이 또는 분열을 
일으키거나 Rotork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작성된 내부 고발자 보고서가 
설령 실수라 할지라도 내부 고발자가 부당하게 대우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문제 제기와 
관련된 좌천, 해고, 징계, 위협 또는 기타 불합리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부 고발 
담당자 중 한 명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7.3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부 고발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8. 연락처

내부 고발 담당자

이름:   Helen Barrett-Hague 
  Group General Counsel and Company Secretary

전화번호:  +44 (0)1225 733331

이메일:  Helen.Barrett-Hague@rotork.com

이름:   Kathy Callaghan 
  Group HR Director

전화번호: +44 (0)1225 733287

이메일: Kathy.Callaghan@rotork.com

Speak Up 내부 고발 핫라인(24시간)

전화번호: 부록 1 참조

이메일: Rotork@safecall.co.uk

보고 핫라인: http://www.safecall.co.uk/report

프로텍트

전화 상담 서비스:  +44 (0)20 3117 2520

이메일:  whistle@protect-advice.org.uk

웹사이트:  https://protect-advice.org.uk/

국외 지원:  https://protect-advice.org.uk/international-law/

http://www.safecall.co.uk/report


A full listing of the Rotork sales 
and service ne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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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가 (괄호안은 통신사 명) 전화번호

호주 1800 312928 

바레인 8000 4264

브라질 0800 892 1750 

캐나다 1877 59 98073 

체코 00 800 72332255

칠레 800 200 734

중국 (China Unicom/Netcom) 10800 7440605

중국 (China Telecom) 10800 4400682

프랑스 00 800 72332255

독일 00 800 72332255

홍콩 3077 5524

인도 000 800 4401256

인도네시아 001 803 440884

인도네시아 (PT Telekom) 007 803 440884

이스라엘 (Golden Lines) 012 800 72332255

이스라엘 (Barak) 013 800 72332255

이스라엘 (Bezeq) 014 800 72332255

이태리 00 800 72332255

일본 0120 921067

대한민국 (KT) 001 800 72332255

대한민국 (데이콤) 002 800 72332255

국가 (괄호안은 통신사 명) 전화번호

리비아 +44 191 516 7764

말레이시아 1800 220 054

멕시코 01800 1231758

네덜란드 00 800 72332255

뉴질랜드 00 800 7233 2255

노르웨이 00 800 7233 2255

폴란드 00 800 72332255

포르투갈 00 800 72332255

러시아 810 800 72332255

사우디아라비아 800 8442067

싱가포르 800 4481773

남아프리카 공화국 0800 990243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포함 00 800 72332255

스웨덴 0850 252 122

스위스 00 800 72332255

태국 001 800 72332255

터키 00800 4488 20729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8000 4413376

영국 0800 9151571

미국 1 866 901 3295

베네수엘라 0800 100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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