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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n 사업 
파트너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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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n은 모든 사업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 사회 
및 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들이 당사의 
전반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Organon은 높은 윤리 기준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공유하고 사회 및 환경에 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와 사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Organon
은 제약 공급망 이니셔티브(PSCI)의 제약 산업 
원칙,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10가지 원칙, 당사의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이 사업 파트너 행동 강령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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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사항

Organon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 파트너 행동 강령은 Organon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며, 사업 파트너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윤리 원칙과 사업 관행을 확실하게 
따릅니다.

•  이러한 원칙을 통합하고, 전달하고, 
적용합니다.

•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 운영합니다.

•  이러한 원칙을 지속적인 개선 방식에 
통합하여 시간이 갈수록 성과를 
높입니다.

요점: 
Organon과 그 운영 자회사, 계열사 및 사업부에 
서비스, 원료, 활성 재료, 구성품, 완제품 또는 기타 
제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 파트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칙이 Organon과 그 운영 자회사, 계열사 
및 사업부의 계약 상 의무 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요구사항을 대신하거나 이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 파트너는 이 사업 파트너 행동 강령에 
명시된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고 그 준수를 입증하는 
방법은 각 사업 파트너가 결정합니다. 계약에 명시된 
경우 Organon은 감사와 검사를 통해 규정 준수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 파트를 새로 선정할 때 실시하는 최초 선별 
절차의 일환으로 Organon은 본 사업 파트너 행동 
강령의 준수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 
위험 평가의 완료를 요구합니다. Organon은 현장 
방문을 요청하여 규정 준수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은 다음 링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pscinitiative.org  
https://www.unglobalcom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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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n의 성공은 언제나 행동 강령이 그 기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업 활동과 관행이 사회와 기업에 최고의 기여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바탕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기대 사항은 보편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업 

파트너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법 경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에 

속한 기업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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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인권

 
강제 노동 금지

사업 파트너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i) 착취 
노동, 교도 작업, 기한 계약 노동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거나  
(ii)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인신 매매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모든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노동 및 청소년 근로자

사업 파트너는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 고용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 위험하지 않은 작업, (ii) 당사자가 
국가의 법적 고용 연령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이상인 경우.

고용 관행

사업 파트너는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는 채용 
전문업체(대행사)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그 채용 대행사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i) 
근로자가 여권, 취업 허가증 또는 운전 면허증 같은 
본인의 신분증 또는 입국 관련 서류를 숨기거나 
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 행위 또는 (ii)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취직 알선 비용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에게 
입금을 요구하거나, 저축 상품(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Organon의 요구에 
따라 사업 파트너의 근로자 중에 작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파트너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끝날 때 귀국 
운송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또는 귀국 운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공개

사업 파트너는 오인하게 하는 채용 관행이나 
사기적인 채용 관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임금과 
복리 후생, 근무 위치, 생활 조건, 주거비 및 관련 
비용(거처가 제공되는 경우), 기타 중요한  
요금(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해 주요 고용 조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거나 Organon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 파트너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한 대우

사업 파트너는 성희롱, 성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 폭력을 포함해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는 직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는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직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국적, 조상, 민족,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표현, 유전 정보, 법적 신분, 결혼 여부, 군 복무 
여부, 법에서 보호하는 기타 특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근로자의 존엄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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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복리 후생 및 근로 시간

사업 파트너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및 
의무 수당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i) 보상 근거, (ii) 초과 근무가 필요한지 여부, 
초과 근무에 지급되는 임금.

결사의 자유

직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할 때 근로자(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노동조합 임원)를 직접 참여시키고 
개방적인 자세로 의사를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현지 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노동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며, 대표를 구하고, 근로자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을 염려하지 않고 경영진과 
근로 조건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업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개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하고, 차별, 비난, 
평판과 개인의 존엄 손상, 신체적 존엄성에 대한 
영향, 사기, 재정적 손실 또는 신분 도용 같은 개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보 오용을 방지합니다.

성매매

사업 파트너는 Organon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Organon 프로젝트 또는 제품을 
연구하는 근로자가 내부 직원, 고객 또는 기타 
외부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을 포함하는 파트너/
회사 업무를 보면서 성매매(예: 성노동자 유인)에 
관여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노동권과 인권

사업 파트너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근로자의 존엄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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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사업 파트너는 직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거처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 위해 요소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정 안전

사업 파트너는 운영 및 공정과 관련된 재난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설 위험에 상응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대비 및 대응

사업 파트너는 직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거처에서 
비상 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예방을 통해 그리고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시행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유해성 정보

제약 화합물 및 제약 중간 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에 관한 안전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제공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거 기준

근로자에게 주거 또는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파트너는 현지 (국내) 주거 및 안전 기준이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환경 지속가능성

사업 파트너는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물 사용, 
에너지 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사업장의 
물 사용량, 에너지 소비량,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환경 관리

사업 파트너는 적용되는 모든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인가, 정보 등록 및 
제한 사항을 획득하고 운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폐기물 및 배출

사업 파트너는 폐기물, 대기 배출 및 폐수 배출의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재활용, 재사용 또는 
관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폐수 또는 배출물은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유출 및 방출

사업 파트너는 우발적인 환경 유출 및 방출 사고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 안전, 환경

사업 파트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환경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가급적이면 유해 물질의 사용을 
피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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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책임

사업 파트너는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여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약속 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

사업 파트너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 표준 및 관련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준수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적시에 확인된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사업 파트너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문서

사업 파트너는 이러한 기대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선정 및 모니터링

사업 파트너는 자체 협력업체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이 문서에 기술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공급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 및 역량

사업 파트너는 이 문서에 명시된 기대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는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이러한 기대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격, 자원 
및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연속성

사업 파트너는 Organon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장의 
적절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사업 파트너는 성과 목표를 정하고, 시행 계획을 
실행하고, 내외부 평가, 검사 및 관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리 시스템

사업 파트너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이러한 원칙의 기대 사항 준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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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무결성

사업 파트너는 Organon 사업이나 정부 활동과 
관련된 결정이나 활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가치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요청하거나, 수락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 파트너는 부패 활동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 경쟁

사업 파트너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그리고 
적용되는 독점 금지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정확하고 진실한 광고를 
포함해 공정한 사업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기록의 정확성

모든 회계 장부와 기록은 널리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기록은 모든 중요성의 관점에서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읽기 쉽게 그리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실제 거래 및 지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장부에 남지 
않는" 또는 유사한 자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보 보호

사업 파트너는 Organon에서 또는 Organon을 
위해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Organon의 지적 재산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의 소실, 남용, 도난, 무단 
접근, 공개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Organon에서 또는 Organon
을 대신해 획득한 정보의 무단 전달 및/또는 공개를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Organon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파트너는 Organon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지하거나 획득하는 Organon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 시험

Organon을 대신하여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업 
파트너는 임상 시험이 수행되는 국가와 Organon 
제품이 판매되고, 등록되고, 유통되는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국가 및 현지 규제 당국에서 
발행한 임상시험 관리 기준(GCP)에 관한 지침과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 관리 기준(ICH-GCP)
을 준수해야 하며, 헬싱키 선언에서 비롯된 그 윤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임상 시험 사업 파트너는 
하도급 임상 시험 활동을 Organon에 완벽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

동물을 다룰 때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물 시험은 동물을 대체하거나,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규제 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

Organon을 대신하여 재료/제품의 공급, 제조, 
포장, 시험, 보관 및 유통에 관여하는 사업 파트너는 
제품이 등록되고 유통되는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품질 규정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및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GLP)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MP 문서를 포함해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문서 또는 데이터는 원본이며, 정확하고, 읽기 쉽고, 
통제되고, 검색이 가능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조작 
또는 손실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현지 규제 기관이 정한 모든 기록 보존 요구 사항과 
Organon과의 품질 계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윤리적 사업 관행

사업 파트너는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사업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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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제조에 관여하거나 Oregon의 직접 원자재 공급망에 
있는 사업 파트너는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무장 단체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이익을 주는 광물
(예: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Organon이 요청할 경우 사업 
파트너는 사업 파트너가 사용하는 광물의 출처와 
원산지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역 규정 준수

사업 파트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수출입 통제, 제재 및 기타 무역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사업 파트너는 Organon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원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Organon 직원을 상대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는 Organon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파트너와 Organon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Organon 직원을 고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파트너 또는 그 직원이 
이해 상충이 될 수 있는 Organon 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업 파트너는 이 사실을 Organon
에 공개해야 합니다.

마케팅 및 홍보 관행

모든 마케팅 및 홍보 자료와 활동은 윤리적, 의료적 
및 과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 환자 또는 동물 의료 전문가를 상대할 
때 모든 사업 파트너는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 
국제약업단체연합회(IFPMA), 미국제약협회
(PhRMA) 같이 사업 파트너에 적용되는 관련 산업 
행동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물, 식사, 접대

사업 파트너는 사업 파트너와 관련된 직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Organon 직원에게 선물, 식사,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기관과의 협력 

사업 파트너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 시설 및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 포함)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 
기관에 협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 파트너는 
근로자,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받을 경우 관련 기관에 
알립니다. 

문제 확인

사업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을 염려하지 않고 문제 또는 의심되는 
불법 활동을 보고하도록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문제를 기밀로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보고하는 근로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익명 
보고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윤리적 사업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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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귀하가 곧 회사입니다. 우리는 준법 경영 회사로서 
우리가 쌓은 명성을 지키고, 우리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의 위법 행위, 비윤리적 또는 불법 
활동을 목격하거나 그러한 행동이 의심되면, 
관리자나 다른 MSD 부서(예: 규정 준수, 법무 
또는 HR)에 알리거나,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www.organon.com/integrity의 내부 제보하기
(Speak Up)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을 기밀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와 정직성, 그리고 법규, 규제, 회사 정책 및 
행동 강령 준수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과 일관되지 않는 행위는 회사 정책 
15: '위법 행위 보고 및 대응'이 적용됩니다.

http://www.organon.com/integrity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ap/w-59584e83/?url=https%3A%2F%2Forganoncloud.sharepoint.com%2F%3Aw%3A%2Fs%2FECO%2FEX3Ju6DQggVCso_CL7otS5gB9wFr9I3Vp186kSPA05FG5Q%3Fe%3DxLHmAm&data=04%7C01%7Ctimothy.moll%40organon.com%7C44ff009682b648cbcfdb08d90ef2cbae%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755725852941309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Walybno%2FnAKBo8XNrtrXq4%2BNjiw%2BeipF5r6Q3Aq32MI%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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