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협력업체 행동 강령
Lennox International Inc. 및 자체 자회사 (통칭하여, “Lennox”) 는 최고의 비즈니스 윤리기준 및
무결성을 바탕으로 1895 년이후로 이렇듯 오늘까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행동강령에는 풍부한 유산과 다양한 문화의 기둥을 형성하는 다음
세가지 핵심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결성, 존중성,그리고, 우수성. 이 세개의 핵심 가치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팀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원칙이 공유되게 됩니다.
레녹스 (Lennox)는 도급업체나, 임시 직원, 컨설턴트,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 (통칭으로, “비즈니스
협력업체”) 등의 평판 좋고 자격 있는 타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윤리적 비즈니스 협력업체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레녹스와의 지속적인 관계 조건으로써 비즈니스 협력업체에서도 우리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레녹스 핵심 가치: 무결성, 존중성, 및 우수성.
1. 무결성 – 정직하고 솔직한 방법으로 행동.
a. 정직하고 개방된 방법으로 소통
b.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정확한 공시 발행 유지
c. 레녹스의 자산 보호
d. 비즈니스가 행해지는 각 나라의 법 준수:
i.

부패 방지

ii.

내부자 거래

iii.

공정 거래 /경쟁 방지

e. 레녹스의 기밀유지 정보 보호
f.

타사의 기밀유지 정보 보호

g. 이해 충돌 방지

2. 존중성 – 직원, 고객사, 공급업체, 경쟁사, 및 지역사회 존중.
a. 직원, 고객사, 공급업체, 경쟁사, 및 지역사회와의 공정 거래
b. 하고있는 모든일에서 안전에 최선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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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직장생활 유지
d. 직원의 참여 촉진
e.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품어주기
f.

환경 보호

g. 정치 과정 존중

3. 우수성 – 높은 성과 및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중시
a. 실천에 옮기려는 성향갖기
b. 직원에게 도움되는 근무 환경 제공
c. 설계, 제조를 돕고, 및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d. 혁신 및 지속적 개선 중시

의심되는 행동 강령 위반 및 기타 윤리 문제의 보고
레녹스 직원이나 비즈니스 협력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한다고 여기거나, 레녹스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생활한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특정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녹스 인사부 관계자,레녹스 법률부 관계자; 혹은윤리 준수 사무실 (전화 972-497-7500 또는
compliance@lennoxintl.com 으로 연락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레녹스 수신자 부담 전화 EthicsLine,
즉 24시간 이용가능한 전화번호 (1-855-LII-ETHICS (1-855-544-3844) 로 전화하여 익명으로 문제를
보고하실 수 있고 (또한 첨부된 글로벌 핫라인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아니면
www.reportlineweb.com/lennox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녹스는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을 보고하는 직원 또는 비즈니스 협력업체를 상대로하는 보복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본 내용을 수신받았다는 것과 레녹스의 비즈니스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아래에 서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즈니스 협력업체

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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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8/2014

국제 EthicsLine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귀하는 익명으로 남습니다
COUNTRY/CC
Australia (AU)
Belgium (BG)
Brazil
Canada
China (C4)
Czech Republic (CK)
France (FR)
Germany (GE)
India
Indonesia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Z)
Poland
Portugal
Russia
Moscow
outside Moscow
St. Petersburg
outside St. Petersburg
Singapore (S1)
Slovakia
Spain
Ukraine
United Kingdom (UK)
United States (US)
Covers North America, Hawaii,
and Alaska

Number
1‐800‐28‐4870
0800‐7‐8232
0800‐892‐1645
800‐745‐2382
North: 10‐800‐711‐1112
South: 10‐800‐110‐1036
800‐142‐728
0800‐91‐8641
0800‐181‐4361
000‐117 then 866‐203‐2294
001‐1‐803‐1‐002‐0538
001‐866‐203‐2294
0800‐022‐9111 then dial 0866‐203‐2294
0800‐452‐476
0‐0‐800‐111‐1952
800‐8‐11306
8^10‐800‐110‐1011 then dial 866‐203‐2294
363‐2400 then dial 866‐203‐2294
8^495‐363‐2400 then dial 866‐203‐2294
363‐2400 then dial 866‐203‐2294
8^812‐363‐2400 then dial 866‐203‐2294
800‐110‐1877
00‐1‐800‐745‐2382
900‐99‐1261
0^00‐11 then 866‐203‐2294
0808‐234‐5989
855‐LII‐ETHICS (855‐544‐3844) or 800‐745‐2382

The mark "^" appearing in some codes means "await second dial 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