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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uel의 말

Kraft Heinz에서는 윤리와 청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이들은 어디에서 일하든 생활하든 공통의 핵심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이 요소들이 우리가 믿는 것, 

행동 방식, 운영 방식을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전체 과정을 도표로 작성할 때 우리를 안내하고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치관들이 회사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립했습니다. 이 가치관들은 우리의 

개인 및 팀원들 모두에게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6가지의 각각의 가치관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WE)로 시작합니다. 가치들은 우리의 서로를 위한 헌신 및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매일 되고자 하는 회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은 

시대와 취향이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우리의 가치관인 "우리는 올바르게 일합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청렴의 모범을 보이며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및 우리가 보살피는 커뮤니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합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즉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지키고자 견딜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싸우지만, 항상 규칙 안에서 싸웁니다. 항상 언제나 옳은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식음료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집과 식탁에 있고, 

소비자들의 가족과 매일 공유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리의 글로벌 브랜드 및 현지 브랜드의 품질을 

신뢰하고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렴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회사의 청렴성은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및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우리 회사가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은 매일 윤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나 피츠버그의 공동 본사에서 일하든, 멕시코나 

네덜란드의 하인즈 케첩 공장에서 일하든, 미주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오스카 메이어 공장에서 일하든, 

중국, 브라질, 영국에서 소스를 만들거나, 뉴질랜드에서 와티의 냉동식품을 만들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사의 윤리 

규정에는 타협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Kraft Heinz에서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해야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맛있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맞게 존재할 것이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치관에 부응할 것입니다. 

Miguel Patricio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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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부터 식탁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 
소비자를 보호한다.”

— H.J. Heinz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 J.L. Kraft         



우리의 목표, 비전,가치관, 
& 리더십원칙
우리는 Kraft Heinz에서 우리 역사의 다음 장을 쓰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안내와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 비전, 

가치관 및 리더십 원칙도 함께 공동 과정을 도표로 작성합니다. 이 가치관들이 회사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정립했습니다. 세계적이며 상징적인 브랜드의 품질에서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는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의 모든 직원들에게 왜 매일 

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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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는 영감을 주는 콜 투 액션입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식품 및 음료 회사입니다. 제품과 브랜드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소비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잘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세계에 맛있는 식품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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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부 선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회사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야망을 분명히 하며, 그 

바탕에는 성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 및 하위 성장세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년 재정적으로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가 존재하며 일하는 환경과 지역사회를 돌봄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향과 맛에 있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충족하고 그 이상을 달성하여 

소비자들을 기쁘게 하여 브랜드 자신과 충성도를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우리 브랜드의 침투율 및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및 우리의 

영역 내에서 제품의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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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이 여섯 가지 
핵심 신념이 우리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신념들은 우리의 공통 언어를 
구성하고, 우리의 공유 문화를 정의하며, 우리가 매일 되려고 노력하는 
회사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여섯 가치관 각각은 우리(WE)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원들이 
서로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세계 최고의 식음료 회사 
중 한 곳이란 것은 하나의 특권이자 큰 책임입니다. 시대와 취향이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만드는 핵심 가치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 고민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사로, 우리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가정에 유일무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매일 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 소비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소비자들의 미래의 

요구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 문화를 구축하여 브랜드 

전반에 걸쳐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취향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만드는 핵심 가치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실력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인재 유치, 인재 육성, 

인재의 발전이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비전을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의 직원들이 수준이 뛰어나야 회사의 수준이 

뛰어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청렴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제조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매일 주인 역할을 하며, 대의명분에 대한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마치 우리 소유인 것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함께 쌓아 나가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당사를 더욱 강하고 

흥미롭고 혁신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더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개선의 여정에 있으며, 현실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효율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비즈니스에 용기 있게 투자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 원칙

우리의 리더십 원칙—팀으로 일하기, 우수함을 고취하기, 우리의 미래를 탐구하기—은 결과를 제공하고 

가치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직책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우리의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Kraft 

Heinz 전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강인한 리더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고성능 인력과 팀을 성장시키고, 가치와 위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리더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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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수함을  
고취합니다

복잡함을  
단순화합니다

빠르고 기민하게   
행동합니다

평생 학습 호기심 및 
창의성을 모델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탐구하기

목적지를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재능을 
 펼치도록 성장시킵니다

불확실  앞에서도   
용기를 냅니다

팀으로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힘"과 함께  
살아갑니다

공감과 주의를 기울여   
운영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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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매시간마다 올바른 
일을 합니다.
 

Kraft Heinz 행동 강령 또는 줄여서 "강령"은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또는 동료와 거래할 때 매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강령은 우리가 Kraft Heinz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강령은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성공의 진정한 

비밀 요소인 "우리들의 힘"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확실하지 않을 때 서로 좋은 판단력을 

발휘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개



강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강령을 

위반하면 다른 직원, 소비자, 대중 또는 Kraft Heinz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강령을 위반하면 최대 해고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반에는 관련자 또는 Kraft Heinz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사업 

파트너가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Kraft Heinz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Kraft Heinz의 모든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합니다
Kraft Heinz는 미국에서 법인화되었지만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사업하는 

곳마다 우리의 업무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에도 

미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관행이나 관습이 미국 

내 강령 및 법률과 충돌할 경우, 우리는 항상 미국의 강령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Kraft Heinz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령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강령은 Kraft Heinz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Kraft Heinz 자회사의 모든 직원, 이사회 위원, 조건부 및 계약직 직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무실, 제조 공장, 또는 소비자, 공급업체 또는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Kraft Heinz를 위한 모든 업무에 있어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강령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Kraft Heinz 행동 강령은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행동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범주 중 일부는 

중복되며, 강령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를 경우 관리자, 

인력성과팀(People & Performance Team), 법무 부서(Legal Department), 

또는 윤리준법팀(Ethics & Compliance Team)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우리의 힘"을 기억하세요.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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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ft Heinz 내 모두의 책임감

 •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는 우리의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바람직한 판단력과 생각을 

사용하세요. 

 • 잘못된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야기를 

하십시오. 

 • "우리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본 강령, Kraft Heinz 정책 및 절차, 그리고 Kraft Heinz에서의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십시오.

 • 강령 및 기타 윤리 및 준수 관련 주제에 대해 할당된 모든 교육을 

신속하게 이수하십시오.

 • 조사 또는 감사에 응답할 때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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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ft Heinz 관리자 및 
지도자들의 책임

Kraft Heinz의 관리자들은 "우리들의 힘" 정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 솔선수범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팀을 위한 모범이 됩니다.

 • 팀이 진실하고 진실한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팀이 편안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 팀이 강령,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분 또는 팀원들이 올바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합니다 

 • 강령을 논의하고 윤리 및 팀 준수의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 직원들에게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은 결과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팀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며, 

질문을 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들을 지원합니다. 

 • 걱정거리나 질문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복하거나 팀 

내 다른 사람이 보복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Kraft Heinz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의 책임

 •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청렴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겠다는 Kraft Heinz의 약속에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 모든 Kraft Heinz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Kraft Heinz 

공급업체 가이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령 수정 

특히 계약이나 현지 법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회사의 강령이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Kraft Heinz는 필요에 

따라 강령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침을 찾는 
방법

우리 모두는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우려 사항을 

보고하고자 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빨리 알리십시오. 지체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고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행동 조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Kraft Heinz 윤리 헬프라인을 사용하여 부정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보고하거나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Kraftheinzethics.

com에서 이용할 수 있는 Kraft Heinz 헬프라인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제를 보고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raft Heinz 헬프라인은 기밀 및 익명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헬프라인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질문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Kraft Heinz 

윤리준법팀으로 웹 기반 양식이 전송됩니다. 추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시 확인하거나 익명으로 신원을 유지하면서 문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Kraft Heinz 윤리준법팀은 모든 위법 행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강령, Kraft Heinz 정책 또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적절한 직능에 의해 조사하도록 보장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 조사자가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신고자는 조사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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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Q: 저는 관리자입니다. 우리 팀의 누군가가 강령과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주의 깊게 듣고 직원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직원의 우려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하되, 즉각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자, 윤리준법팀 또는 인력성과팀과 같은 회사 

리소스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오. 

직원이 강령에 따라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윤리준법팀(Ethics & Compliance Team) 또인력성과팀(People & 

Performance Team) 같은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행위를 

보고합니다.



보복 없음 

우리는 용기를 내서 고민을 나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선의로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보고하거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옳지 않은 점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설령 잘못 

신고했다 하더라도 선의로 신고하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하는 사람은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복을 당했거나 보복을 목격한 경우 윤리준법팀 

(ethics@kraftheinz.com) 또는 지원 센터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다음 자원들 모두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관리자 또는 자신이 믿는 다른 관리자

 • 여러분의 인사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인력성과팀의 다른 구성원

 • Kraft Heinz 윤리준법팀 (ethics@kraftheinz.com)

 • Kraft Heinz 법무 부서

 • Kraft Heinz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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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Q: 보복이란 무엇입니까?

A: 여러 가지 방식의 보복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직무 

재배치 또는 강등, 급여 감소, 시간/교대 변경 또는 해고입니다. 

보복에는 직원들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나 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Kraft Heinz 윤리 헬프라인을 사용하여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KraftHeinzEthics.com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웹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질문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세요

 » 발언 및 조사 정책

 » 발언 보고 에스컬레이션 정책

 » 공급업체 가이드 원칙

질문 ＆ 답변:

Q: 어떤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까? 

A: 법률, 강령 또는 Kraft Heinz 정책에 위반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몇 가지 예입니다: 

 • 차별 또는 괴롭힘 가능성

 • 직원 안전 또는 직장 폭력에 대한 우려

 • 식품 안전 또는 품질에 대한 우려

 • 회계 또는 감사 부정 또는 허위 진술

 • 사기, 절도, 뇌물수수 및 기타 부패한 비즈니스 관행

 • 경쟁법 또는 내부자 거래 위반

 • 인권 위반 행위

 •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 충돌

 • 직무에 적용되는 국가, 지역, 부족, 주 또는 시 법률 요건에 대한 

지침입니다. 

https://www.kraftheinzcompany.com/ethics_and_compliance/supplier-guiding-princip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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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에서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Kraft Heinz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 Kraft 
Heinz의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성과주의, 존엄성 및 존중을 기반으로,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업무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Kraft Heinz에서의 본인 직급에 상관없이 모범을 보이고 행동과 말을 통해 포용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올 다양한 배경, 문화, 아이디어를 존중하세요.

• 여러분의 역할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대한 조치를 취하세요.

16

우리는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배경 및 관점이 우리를 더 강하고 흥미롭고 혁신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직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포용적인 직장 문화는 회사 전체에 다양한 팀을 두는 데서 오는 창의성과 혁신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들의 독특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직장에 가져올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면서 

훌륭한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터를 계속 만들기 위해 Kraft Heinz에서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다양성, 포용성, 소속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부: 2025년까지 우리는 관리직 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운영 국가에서 인구 평등에 도달하며, 포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가 포용성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는 기업인 것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용성이 있는 환경에서 번창하는 고유한 강점을 가진 다양한 팀을 

구성하기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존중받는 업무 공간을 지원합니다

모든 Kraft Heinz 직원, 지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인종, 색상,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성별, 퇴역 군인 상태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존중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채용, 교육, 승진 및 보상을 포함한 모든 고용 결정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며 각 직원 또는 

지원자의 자격, 성과 및 능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차별이 없을 때 우리 모두가 번창합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의 관리자, 직원, 계약자 또는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성적 또 비성적) 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Kraft Heinz는 어디에서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모든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달갑지 않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또는 그 밖의 행동을 

포함한 어떠한 괴롭힘이나 무례한 행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야기를 하고 신고하세요.  

17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인내심과 공감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생각해보십시오.

• 전문적이고 정중하게 소통하십시오. 협박이나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 사람들이 완전한 재능을 펼치도록 성장시키십시오. 성과와 자격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고용, 유지

및 승진시키십시오.

• 차별하지 말고, 차별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 괴롭힘 및 차별 관련 법률과 Kraft Heinz 정책을 따르십시오. 괴롭힘이나 차별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파악하십시오.

질문 ＆ 답변:

Q: 내 관리자는 우리가 월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도 괴롭힘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들립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대하고 서로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 사항을 인력성과팀, 윤리준법팀에 보고하거나 

Kraft Heinz 헬프라인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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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괴롭힘 및 차별 정책

우리는 직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작업장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시설 내 및 주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업무와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규칙과 관행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지침에 

따라 기계를 작동하며,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약이나 알코올의 영향이 없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나 신체적 성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동료와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Kraft 

Heinz의 구내 또는 근무 시간 중에는 대마초나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 허가된 Kraft Heinz 사교 

행사 이외에는 Kraft Heinz의 구내 또는 근무 시간 중에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집단 괴롭힘, 괴롭힘 또는 위협의 행위나 위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개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우리 회사의 각 지점에 마련된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여러분께 안전 위험이나 건강 위험이 없는

환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질문 ＆ 답변:

Q: 공장의 워크스테이션에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윤리 헬프라인에 보고해야 합니까? 

A: 안전은 모든 사람의 목표이며, 모든 위험은 가능한 한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안전 또는 품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곳은 공장 관리자 또는 현지 안전 팀의 담당자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레벨에서 적절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응답을 

헬프라인으로 에스컬레이션하여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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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운영 위험 관리 안전 플레이북

» 글로벌 운영 위험 관리 안전 규칙

» 글로벌 운영 위험 관리 훈련 자료

» 괴롭힘 및 차별 정책

» 글로벌 인권 정책

우리는 직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https://www.kraftheinzcompany.com/pdf/Global_Human_Rights_Policy092619.pdf


우리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Kraft Heinz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우리의 사업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고 옳은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Kraft Heinz는 모든 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 회사의 글로벌 인권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우리는 다음 표준을 준수합니다:

 • 직장 내 모든 형태의 학대, 뇌물수수, 괴롭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아동 노동과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합니다.

 •  인신매매, 강제 노동 또는 비자발적인 죄수노동을 금지합니다.

 •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고용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위협받거나 강요당하거나 그들의 퇴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우리 회사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공정한 근무 시간, 근무 조건(보건 및 안전 포함) 및 임금을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 직원들이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작업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구조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모든 노동 채용 및 고용 절차가 법적,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가 글로벌 인권 정책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오.

학습 보조:

Kraft Heinz의 글로벌 인권 정책은 유엔 인권 가이드 원칙, 국제 인권 장전, 국제 노동 기구의 

기본 원칙 및 직장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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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인권 정책

우리는 직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https://www.kraftheinzcompany.com/pdf/Global_Human_Rights_Policy092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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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장에서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기대와 높은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마케팅하고 동료,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식품 안전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삼으십시오: 잠재적인 건강 또는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즉시 

제기하십시오. 

 • 품질관리를 우회하거나 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 사업하는 곳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식품 및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준수하십시오. 

 • 직장의 모든 식품 안전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제품이 최고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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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맛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커뮤니티에 맛있고, 안전하고, 질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맛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리만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라벨 부착 및 광고에서 약속한 영양 혜택과 식품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Q: 라벨 오류와 같이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심각한 문제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직능에 따라 품질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조사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계속 거짓 거부 반응을 보이는 바코드 스캐너와 같이 생산 속도를 늦추는 제품 보호 장치를 

끄거나 일시 중지하여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까?

A: 거짓 거부 반응이 성가시더라도 왜 그러한 거절이 일어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계속 거짓 거부를 표시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회사의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리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세요
 » 품질 좋은 식품 및 제조 표준

 » 글로벌 식품 알러젠 정책

 » Heinz Tomato Ketchup의 기업 표준

 » 영양 정책

 » 유아용 수유 제품 글로벌 표준

우리는 시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책임감 있게 제품을 마케팅합니다
—우리의 제품이 그렇듯이— 회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또한 우리 회사의 청렴성 및 투명성에 대한 헌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정확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라벨을 부착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사 제품이나 타인의 제품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22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모든 마케팅 및 광고법을 준수하여 우리의 주장이 입증되었는지 및 그 방법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 정직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음식을 마케팅하세요. 절대로 기만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 우리 제품이 젊은 층에게 광고되는 방식에 각별히 주목하세요. 

정직은 아이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질문 ＆ 답변:

Q: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벨에 꼭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그들에게 건강하고 환경에 더 좋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구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우리 회사의 모든 주장은 입증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용어와 이미지(예: "건강한" 및 "식물 기반"과 같은 단어와 환경적 또는 기타 

혜택을 암시할 수 있는 이미지/그래픽)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본이나 그래픽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현지 제품 라벨링 팀과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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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공개 기업 커뮤니케이션 정책 

 »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

우리는 시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모든 미디어 문의 및 공개 정보 요청은 기업 업무 팀에 문의하십시오. 

 • 재무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은 투자자 관계 및 외부 보고에 문의하십시오.

 • 정부 및 규제 담당자의 모든 문의는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 스스로를 Kraft Heinz 직원으로 밝힌 채 비즈니스용 소셜 플랫폼에서 활동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개인 활동에 사용할 때 우리 회사의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기억하세요—여러분의 행동은 회사를 반영하므로, 회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Kraft Heinz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자신을 Kraft Heinz 직원이라고 분명히 밝혀서 "

기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피하세요. 

 ›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대해 표명하는 어떠한 의견도 여러분의 의견일 뿐이며 Kraft Heinz

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 우리 회사,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 차별적이거나 위협, 협박, 괴롭힘 또는 학대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게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Kraft Heinz는 크고 다양성이 있는 기업이며, 동료, 고객, 이해관계자 및 더 넓은 세계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처럼 사랑하는 회사에 말이 공유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보내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 규제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회사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한 Kraft Heinz를 대신해서 어떠한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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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공개 기업 커뮤니케이션 정책 

 »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

 » 정보 보호 정책

우리는 시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Kraft Heinz에서는 고객을 기쁘게 하고 매일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고 우리가 얻은 시장 

지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독점 금지법 또는 경쟁법은 전 세계에 존재하며 경쟁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다르지만, 기업이 자신의 장점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Kraft Heinz는 사업을 하는 곳마다 모든 관련 독점 금지법 또는 경쟁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며 Kraft Heinz에 대한 상당한 벌금 및 

기타 금전적 처벌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직원은 많은 국가에서 징역 등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Kraft Heinz 글로벌 독점 금지 및 경쟁 법률 정책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할 지역의 독점 금지 및 경쟁 법률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가이드 원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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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든 경쟁업체나 벤더와 다음 사항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  가격 인상, 설정 또는 고정

 ›  시장, 지역 또는 고객 나눔

 ›  다른 회사의 시장 진출 방해

 ›  특정 경쟁업체,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의 거래 거부

 ›  경쟁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  생산, 판매 또는 산출량 제한

 • 심지어 자유 무역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활동을 피하십시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모두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반경쟁적 행동을 

조장하거나 다른 회사를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은 삼가세요. 

 • 시장 정보를 책임감 있게 수집하고,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토하지 마십시오. 

 •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즉시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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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Q: 여러분이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의 영업 담당자가 최근 얼마나 많은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사 영업 담당자는 만약 모든 원청 

회사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공급업체의 요금 인상은 어떠한 원청 회사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경쟁업체의 영업 담당자가 제안한 내용은 독점 금지법 또는 경쟁법 위반이며, Kraft Heinz

와 여러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에게 이 대화가 Kraft Heinz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리고 즉시 대화를 종료하십시오. 그런 다음 Kraft Heinz 법무 부서에 문의하여 

즉시 문제를 보고하십시오.

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독점 금지 및 경쟁 법률 정책

우리는 시장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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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정확성, 완전성 및 청렴성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raft Heinz 자산, 장비, 지적 재산권 및 모든 Kraft Heinz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희에게 위임한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회사의 이사, 직원, 컨설턴트 및 회사 요구 사항 공시를 준비하는 데 관련된 조언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든 재무 정보 및 비즈니스 거래를 적절한 기간 내에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회사의 

공시 통제 및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 기록 및 계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록을 만들 때는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조사 대상이거나 공식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절대 숨기거나 파기하지 

마십시오. 

 • 우리 회사의 기록 관리 정책, 적용 가능한 법적 보류 및 기록 보존 일정에 따라 기록을 유지 및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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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부, 기록 및 
통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Kraft Heinz의 장부와 기록을 최고 수준으로 정확하고 완전하고 청렴하게 유지합니다. 우리는 재무 

장부와 비즈니스 기록에 의존하여 현명하고 시기 적절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회사의 

투자자들이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출 보고서 작성, 계약서 및 제안서 작성, 타임시트 제출, 이메일 발송과 같은 정기 작업의 일부로 

기록을 만듭니다. 이 문서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어떠한 정보도 왜곡되거나 보류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된 표현조차도 Kraft Heinz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고객, 투자자 및 대중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Kraft Heinz는 직원, 임원, 이사, 계약자 또는 타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기 행각은 

누군가가 돈이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때 발생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적시에 신고하고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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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Q: 저는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분기별 목표치가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상사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내 최고 고객에게 지금 필요 

없는 제품을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고 추후 주문을 줄여 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A: 아니요. 여러분이 고객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 회사의 강령을 위반하여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수익 인식 사기 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요청은 고객과의 관계와 올바른 일에 대한 우리의 평판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Q: 저는 Kraft Heinz 제조 시설에서 관리 사무원으로 일합니다. 매달 우리는 

유지 보수 예산 목표를 세워서 회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상사가 

매달 말에 받는 물품 일부의 확인을 미루라고 해서 관리 예산 수치가 

실제보다 낮아 보입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선착장에서 물품을 "수령"

한 것으로 스캔하고, 이 비용을 즉시 기록합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A: 아니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은 "상품 수신 지연"이라고 하는 회계 부정의 

일종으로 우리 회사의 강령을 위반하여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려면 현지 플랜트 컨트롤러 또는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학습 보조:

사기 유형 예시

 • 장부 및 기록에 재무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GAAP(일반 승인 회계 원칙)를 위반하여 비용을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킵니다.

 • "거래 압박(Trade loading)", "밀어내기(channel stuffing)" 또는 분기별 

또는 연간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하량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고객의 필요량보다 많은 양을 판매합니다.

 • Kraft Heinz 법무 부서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기존 고객 계약 또는 

계약을 수정 또는 해석하는 기타 문서에 서명합니다.

 •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 번호를 변경합니다.

 • 장애급여를 얻기 위해 허위 의료정보를 제시합니다.

 • 급여를 더 많이 받거나 지각이나 결근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시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부, 기록 및 통제를 유지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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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기록 보존 정책

 » 재무 책임 정책

 » 사기방지 정책

재무 회계 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은 각 정책 내에서 
식별된 정책 소유자 또는 내용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구역 관리인 또는 내부 통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7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질문 ＆ 답변:

Q: 제 Kraft Heinz 노트북이 퇴근길에 가방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IT 부서에 문의하여 도난 사실을 알리고, 노트북에 포함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회사 자산, 장비 및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보호하고 보장합니다.
Kraft Heinz에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Kraft Heinz 자산, 장비 및 자원을 손상, 분실, 오용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는 회사의 자산, 장비 및 자원을 도난, 파괴 

또는 기타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낭비, 오용 또는 전용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에는 기밀 및 독점 비즈니스 정보 및 지적 재산(우리 회사의 소중한 브랜드 포함)과 같은 정보 자산이 

포함됩니다. 회사 장비에는 재료, 소모품, 소프트웨어, 재고, 장비, 컴퓨터, 인터넷 액세스 및 기술과 같은 물리적 

장비가 포함됩니다. 회사 리소스에는 자본과 같은 재무 리소스와 근무 시간 같은 비재무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28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모든 회사 자산, 장비 및 리소스를 여러분이 관리하여 분실, 도난, 손상, 폐기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Kraft Heinz 자산을 외부 사업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 회사의 모든 자산, 장비 및 리소스를 의도된 비즈니스 목적에 사용하십시오. 일부 개인적인 

사용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용은 항상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Kraft Heinz 리소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음란하고 모욕적이며 차별적이며 괴롭히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자료를 다운로드, 보거나 보내지 마십시오. 

 • 기밀 정보(또는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이 정보가 포함된 기타 항목)를 분실, 손실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공공장소(생각하는 비행기, 엘리베이터 및 식당)에서는 기밀 정보나 다른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더 알아보세요

 » 정보 보호 정책

 » 시스템 사용 정책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곳마다 데이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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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에게 준 신뢰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취급하십시오.

 •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왜 수집하는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 무단 액세스 또는 노출로부터 모든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모든 무단 액세스 

또는 데이터 노출을 즉시 보고합니다. 

 • 모든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Kraft Heinz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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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Q: 우리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벤더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벤더가 접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가 이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벤더가 우리의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팀, 법무 부서 또는 정보 보안 

팀에 문의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더 알아보세요

 » 일반 데이터 보존 정책

 » 직원 데이터 보존 정책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내부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Kraft Heinz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회사(또는 우리의 공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내부 정보"라고 합니다. 내부 

정보에 기반하여 주식 또는 기타 회사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강령에 위배됩니다.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지원하고 올바른 일을 한 우리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질적 정보란 Kraft Heinz(또는 다른 회사의) 증권의 구입, 판매 

또는 보유 여부에 대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공개(Non-public)는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증권 규제 기관 공개, 보도 자료 발행, 국가 뉴스 정보 공개). 

우리가 어떻게 내부 정보를 접하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다른 회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30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내부 정보를 소유했을 때 및 거래 중단 기간 동안 Kraft Heinz 증권(또는 상장 회사의 증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마십시오. 

 • Kraft Heinz 증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거래 중단 또는 기타 거래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 외부 사용자(가족 또는 친구 포함)에게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팁"을 

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금고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더 알아보세요

 » 내부자 거래 정책

 » 개방 거래창 정보

질문 ＆ 답변:

Q: 비공개 또는 내부 정보의 몇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A: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 합병, 인수 또는 처분

 • 경영진 리더십의 변화

 • 신제품 라인

 • 예상 재무 결과

 •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

 • 진행 중인 소송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정보의 손실 또는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따라 여러분이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십시오. 기밀 정보는 부적절하게 공개될 경우 Kraft Heinz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중요 정보는 부적절하게 공개될 경우 Kraft Heinz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액세스, 사용, 저장, 전송 또는 수정해야 할 타당한 비즈니스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액세스하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수정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 등 그 누구와도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상사가 서면으로 적절히 승인한 경우, 

 ›  명확하게 정의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요구와 관련된 경우, 및

 ›  법무부에서 승인한 서면 기밀 유지 계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 정보의 위험 수준 또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잘 모를 경우, Kraft Heinz 정보 보안 팀 또는 Kraft 

Heinz 법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Kraft Heinz 정보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장치가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 또는 정보 손실을 즉시 현지 IT 서비스 데스크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십시오. 

 • 누군가 Kraft Heinz의 지적 재산권 또는 우리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적 재산을 남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즉시 Kraft Heinz 법무 부서에 알리십시오.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우리 회사의 상표(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로고, 발명품, 특허, (우리 회사의 맛있는 레시피와 같은)영업 비밀, 도메인 

이름 및 저작권을 포함한 Kraft Heinz의 지적 재산은 중요한 회사 자산이며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3자가 우리 회사의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적절한 승인과 법률 부서에서 승인한 적절한 법률 문서 

없이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상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비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제3자의 지적 재산도 존중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직무 및/또는 회사 시간, 리소스 또는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모든 작업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Kraft Heinz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 아이디어, 발견, 개선, 아트워크, 프로세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Kraft Heinz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만들거나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는 

Kraft Heinz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Kraft Heinz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에게 위임한 

기밀 정보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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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IT 시스템 사용 정책

 » 정보 보호 정책

 » 글로벌 영업 비밀 정책

학습 보조:

기밀 정보의 예

 • 소비자, 마케팅, 판매, 가격 또는 브랜드와 같은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와 관련된 정보

 • 예산, 자본 자산, 세금 정보 또는 감사, 예측, 재무 결과 데이터, 비즈니스 계획 및 전략과 같은 재무 

정보

 • 계약을 포함한 벤더/공급업체 정보 

중요 정보의 예

 • 개인 데이터, 재무 정보 및 인종 또는 성별과 관련된 정보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정보

 • 레시피, 공식, 연구개발 정보 또는 독점 생산 프로세스와 같은 지적 재산

 • 잠재적 또는 실제 인수 합병에 대한 정보 

 • 상품 위험 회피 정보

 • 잠재적인 법적 위반에 대한 보고서

내부고발자 보호

 • 이러한 기밀 유지 의무는 여러분이 입사 중 또는 입사 후 회사 내 또는 정부 기관에 잠재적인 강령 

또는 법적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부 기관에 고소, 

통신, 정보 제공 또는 조사에 참여하거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계속)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이해 충돌을 피합니다
Kraft Heinz의 우리는 "우리들의 힘" 정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Kraft 

Heinz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산, 정보 또는 직책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개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해 충돌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회사 내 공공 입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인지하는 즉시 공개하여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개인 및 가족 관계, 외부 고용, 기업 기회, 재무적 이해 관계 및 외부 이사회 회원들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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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십시오: 이해 충돌을 공개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인사 담당자, Kraft 

Heinz 법무 부서, Kraft Heinz 윤리준법팀 또는 KraftHeinzDisclosures.com에 직접 밝힙니다. 

 

가능한 모든 이해 충돌 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이 Kraft Heinz 공급업체 또는 경쟁업체와 외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 연인 또는 친척 중 어떤 사람이 Kraft Heinz 공급업체 또는 경쟁업체를 위해 

일합니다.

 • 여러분이 누군가와 개인적인 또는 연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사람과 직간접적인 보고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가족, 연인 또는 친척 중 어떤 사람의 고용 결정(예: 고용 또는 해고, 승진 또는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외부 회사의 이사회에서 근무합니다(또는 근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Kraft Heinz가 거래하는 회사의 직간접인 재정을 보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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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이해 충돌 정책

 » KraftHeinzDisclosures.com

학습 보조:

다음 질문을 통해 이해 충돌 또는 이해 충돌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 이것이 Kraft Heinz를 위한 최선의 행동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제 동료나 직속 부하같은 Kraft Heinz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충돌로 보일까요?

 •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또는 언론과 같은 회사 밖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선물 및 접대를 책임감 있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선물, 접대 및 기타 형태의 환대는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물과 접대를 잘못 사용하면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뇌물 및 부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선물 및 접대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raft Heinz 직원은 비즈니스 거래 시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은품은 비즈니스 거래에 비용으로 추가되고,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가 낮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Kraft Heinz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은 적절한 선물의 유형 및 필요한 승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은 비즈니스 파트너 자체 선물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접대(Business Entertainment)는 두 개의 별도 회사 또는 단체(수령자 및 제공자)의 대표가 식사, 공연 또는 기타 행사에 참석하는 상황으로 

금지된 선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접대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고 Kraft Heinz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와 접대에 참여할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접대는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사치스럽거나 불쾌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평판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고 자신을 제거하고 Kraft Heinz 보고 채널을 통해 사건을 즉시 보고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당한 선물이나 비즈니스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선물 및 접대는 글로벌 뇌물 

방지 정책의 규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의 요구사항 및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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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고 Kraft Heinz 내부나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 전국 신문 1면에 

실린다면 여러분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 산업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비즈니스에서 

선물이나 접대가 허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나치거나 사치스러운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거나 

받지 마십시오. 

 • 기프트 카드와 같이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마십시오. 

 • 선물이나 비즈니스 접대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청한다면, 

결코 주지 말고 그 사건을 의무적으로 Kraft Heinz 보고 

채널에 보고하십시오. 

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

 » 글로벌 이해 충돌 정책

 » 글로벌 정부 관계 및 정치 기부금 정책

 » 글로벌 뇌물 방지/부패 방지 정책

질문 ＆ 답변:

Q: 저는 관리자로서, 우리 팀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접대, 심지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품목도 받은 모든 

사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팀을 위해 좀 더 제한적인 선물 또는 접대 정책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서면으로 팀에게 전달하고 윤리준법팀

(ethics@kraftheinz.com)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추가 

제한 사항을 인지하고, 질문이 있는 팀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물의 가치가 적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이 대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 선물 & 접대 정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5 

이하 가치의 사은품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부 또는 지역들은 지역 관행으로 인해 더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참조하고 잘 모를 경우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우리는 뇌물이나 부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통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품 회사 중 하나이며 우리의 명성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일하기 때문에 Kraft Heinz는 정부 관계자, 기업 또는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같은 상업적 우리 

회사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패를 금지합니다. 뇌물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될 수 있지만 선물, 여행, 편애, 심지어 직업을 포함한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이점을 얻거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행동을 한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뇌물의 

제공 및 수취를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결정입니다. 비록 그를 통해 우리가 비즈니스를 잃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회사는 미국 해외 부패 행위법, 영국 뇌물법 및 전 세계의 모든 해당 뇌물수수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이 금지 조항은 공급업체, 유통업체, 계약업체, 컨설턴트 및 대리인을 포함하여 우리 회사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Kraft Heinz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뇌물 금지 조항에는 면허, 허가 또는 비자 발급과 같은 일상적인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편의" 또는 "윤활" 비용 지급도 포함됩니다.  

어느 특정 국가에서는 현지 세관 및 사업 관행상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공무원에게 선물 또는 가치 있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접대 또는 환대를 제공하기 전에 윤리준법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또한 Kraft Heinz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자선 기부는 Kraft Heinz 자선 기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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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비즈니스 이점을 얻기 위해 공무원 또는 다른 상업 당사자에게 (아무리 작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하지 마십시오. 

 •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 회사의 높은 표준을 공유하고 강령 및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러분 또는 Kraft Heinz를 대신하여 뇌물을 지불하도록 지시, 승인 또는 

허용하지 마십시오. 

 •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받거나 수신한 모든 내용의 특성이 명확하도록 항상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제 또는 영수증을 기록하십시오. 저희 책과 기록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뇌물을 둘러싼 적신호를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 요청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를 포함합니다: 

 ›  부당하게 큰 할인

 ›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애매한 컨설팅 계약

 ›  제안했던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부족한 비즈니스 파트너

 ›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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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뇌물 방지/부패 방지 정책

 » 글로벌 선물 및 접대 정책

 » 글로벌 정부 교류 및 정치 기부금 정책

 »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실사 정책

 » Kraft Heinz 자선 기부금 정책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실사
Kraft Heinz는 윤리준법팀이 운영하는 위험 기반 타사 뇌물 금지/부정부패 방지(ABAC) 실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잠재적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는 사전 심사를 받게 되며, 추가 위험이 확인될 경우 실사 심사를 담당하는 준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심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의 잠재 타사 비즈니스 파트너가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여러분은 실사 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후원자는 우리 회사 인트라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Kraft Heinz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실사 정책을 참조함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 실사 

프로세스에 따른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무역 규칙을 따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제품의 수출입을 포함한 국제 무역을 통제하는 전 세계의 모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과 특정 국가, 기업 또는 개인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Kraft Heinz에서 근무할 때 해외 국경을 넘어 제품, 서비스, 

정보 또는 기술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다루는 법률과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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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보조:

부정부패방지법에 따라 정부 공무원에는 다음 직책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 후보자, 왕실 구성원, 

정부 장관, 공무원, 군 소속 공무원, 규제 기관 직원, 주 정부 기관 직원, 대학, 병원 또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직원, 및 앞서 말한 직책 

인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등.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국경을 넘을 때 분류, 평가, 원산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모든 제재법과 Kraft Heinz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 무역 관련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윤리준법팀 또는 Kraft 

Heinz 법무 부서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 답변:

Q: 우리 사업부는 몇몇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Kraft Heinz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장소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새로운 국제 시장에서 발전하는 방법과 모든 관련 국제 

무역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Kraft Heinz 법률 담당자 또는 윤리준법팀에 문의하십시오.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경제 거래 및 경제 제재 정책
 » 글로벌 수출 거래 정책
 » 글로벌 다이버전 방지 정책
 »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실사 정책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올바르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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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기업시민입니다.
우리는 글로벌기업 그리고 브랜드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Kraft Heinz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매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설정합니다. ESG 

전략은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ESG 전략은 환경 책임, 책임 있는 소싱, 건강한 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책임감 있게 생산되는 고품질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전 세계 제조 

시설에서 물절약,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절감을 통해 사업장 곳곳의 환경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 나아가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자재를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자원을 공급합니다
Kraft Heinz는 자사의 운영 내에서 매일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체 가치 사슬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Kraft Heinz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소싱 및 관련 영향을 미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Kraft Heinz 

공급업체 가이드 원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권, 환경 책임, 동물 복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같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급자와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 실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식음료 기업 중 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삶을 맛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역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고품질의 맛있는 음식 생산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raft Heinz 미량영양소 캠페인은 Kraft Heinz 식품 과학 및 영양 전문가가 개발한 미량영양소 분말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과 함께 기증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식품을 포장하고 배송하여 전 세계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직원으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건강 및 웰빙 특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글로벌 영양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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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Kraft Heinz 공급업체 가이드 원칙

 » 글로벌 인권 정책 

 » Kraft Heinz 환경 사회 거버넌스 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Kraft Heinz의 ESG 약속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업무에 임할 때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기업 시민입니다

https://www.kraftheinzcompany.com/ethics_and_compliance/supplier-guiding-principles.html
https://www.kraftheinzcompany.com/pdf/Global_Human_Rights_Policy092619.pdf
https://www.kraftheinzcompany.com/esg/index.html


우리는 정치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합니다 
Kraft Heinz는 직원들이 살고 일하는 지역 사회의 정치적 과정에 책임감 있게 관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력과 제품, 제조 시설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법률에서는 공무원과 상호 작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등록을 요구하거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기여 

및 기타 기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교류, 로비 등의 정치 기여에 관한 이러한 모든 지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Kraft Heinz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한 직원들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기여를 할 때는 Kraft Heinz를 대신하여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관여임을 확실히 

하십시오. Kraft Heinz는 여러분이 한 정치 기부금에 대해 변제하지 않으며, 정치 활동에 Kraft Heinz의 명성이나 

자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인지하는 즉시 공개하여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개인 및 가족 관계, 외부 고용, 기업 기회, 재무적 이해 

관계 및 외부 이사회 회원들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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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 정부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시도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전에 글로벌 정부 업무 팀에 알립니다.

 • 회사의 일부 고위직 직원과 임원들은 특정 "유료 지불" 법에 의해 일부 미국 주 또는 지방선거에서 

개인적인 정치 기부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나, 

'유료 지불' 법이 적용되는 미국의 주(州)에서 기부금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글로벌 정부 업무 

팀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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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세요

 » 글로벌 정부 교류 및 정치 기부금 정책

 » CPA-Zicklin 기업 정치 공시와 책임 지수 

질문 ＆ 답변:

Q: Kraft Heinz의 대표로서 무역 협회와 일합니다. 이 무역 협회는 저에게 지방 선출직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음료세 제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글로벌 정부 업무 팀에 문의하여 본 정책이 회사의 정책 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본 활동이 현재 위치에서 정부와의 교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기업 시민입니다

https://www.politicalaccountability.net/cpa-zicklin-index/


글로벌 수신자 부담 전화 +1-720-514-4400 
가나.......................................................................... 24-2426201
과테말라..................................................................... 23784832
그레나다......................................................... 1-855-304-7847
그리스................................................... 00800.1809.202.5606
그리스................................................................... 21-1198-2708
나미비아................................................................... 833300079
나이지리아........................................................ 070-80601844
나이지리아............................................................... 1-227-8917
남아프리카.................................................... (+27)-212021696
남아프리카.......................................................... 080 098 3612
남아프리카............................................................... 105004106
남한................................................................... 070-4732-5023
네덜란드........................................................ 0-800-022-0441
네덜란드......................................................... 0-800-022-2179
네팔.................................................................. 1-800-001-0106
노르웨이................................................................. 800-24-664
뉴질랜드.............................................................. 0800-002049
뉴질랜드............................................................... 0800-002341
니카라과...................................................... 001-800-220-1152
니카라과.................................................................... 2248-2265
대만.................................................................... 00801-14-7064
대한민국........................................................... 070-4732-5802
덴마크....................................................................... 8082-0058
도미니카공화국.............................................. 1-829-200-1123
독일.................................................................... 0800-181-2394
독일.................................................................... 0800-181-2396
라오스 (싱가포르를 통함)............................ +65-3158-9628
라트비아................................................................... 8000-4721
러시아.............................................................. 8-800-100-9615
러시아............................................................. 8-800-100-9245
레바논 (2단계)........................ (01-426-801) 855-8659-450
루마니아........................................................... 0-800-360-228
룩셈부르크............................................................... 800-27-311
리투아니아........................................................... 8-800-30451
마카오........................................................................ 6825-8516
마케도니아............................................................ 0800-93894
말라위................................................................ 800-026-9803
말레이시아...................................................... (0)-1548770383
말리........................................................................... 449-60005
멕시코........................................................... 001.866.376.0139
멕시코.......................................................... 01-800-099-0759
멕시코................................................................. 800-681-6945
모로코..................................................................... 5204-85014
모리셔스............................................................ 802-049-0005

몬테네그로................................................................. 20405815
몰도바.................................................................... 0-800-61802
몰타............................................................................ 800-62783
미국................................................................... 1-866-313-9182
미얀마........................................................................ 1 239 0053
바베이도스..................................................... 1-855-203-6928
바하마.............................................................. 1-855-271-0889
방글라데시...................................................... 0-9610-998400
버레인..................................................................... 800-06-488
버뮤다............................................................. 1-855-579-9534
베네수엘라.................................................... 0-800-100-4657
베네수엘라..................................................... 0-800-102-9423
베네수엘라.............................................................. 2127202174
베닌............................................................................... 61012482
베트남..................................................................... 2844581407
베트남....................................................................... 122-80-390
벨기에................................................................... 0800-260-39
벨라루스...................................................... 8-820-0011-0404
벨리즈.............................................................. 1-800-017-6274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080-083-038
보츠와나............................................... 00269-800-3002-116
볼리비아............................................................... 800-104-008
부르키나파소............................................................ 25300026
불가리아................................................................ 0800-46038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2120181111
브라질............................................................. 0-800-591-6047
브라질............................................................ 0-800-892-2299
브루나이...................................................................... 801-4144
사우디아라비아................................................ 800-814-0282
사우디아라비아................................................ 800-850-0510
사이프러스.............................................................. 8009-4544
세르비아.............................................................. 0800-190-167
세인트루시아.................................................. 1-844-236-5175
스리랑카...................................................................... 247-2494
스웨덴................................................................... 020-889-823
스위스................................................................ 0800-838-835
스페인.................................................................... 900-905460
스페인..................................................................... 900-839362
슬로바키아...................................................... 0-800-002-487
슬로베니아........................................................... 0-804-88853
싱가포르............................................................. 800-852-3912
아랍에미리트................................................ 8000-3570-3169
아랍에미리트.................................................... 8000-3201-06
아르헨티나...................................................... 0800-333-0095
아이슬란드................................................................. 800-4256

아일랜드........................................................... 1-800-200-509
아일랜드............................................................. 1800-904-177
안티구아.......................................................... 1-855-385-4107
알바니아.................................................................. 4-454-1957
알제리....................................................................... 982402369
앙골라....................................................................... 226434276
에스토니아......................................................... 800-0100-431
에콰도르 .......................................................... 1-800-000-138
에티오피아............................................................ 800-86-1917
엘살바도르.................................................................. 21133417
영국................................................................ 0-800-014-8724
영국.................................................................. 0-808-189-1053
오만............................................................................ 800-74295
오스트레일리아................................................ 1-300-136-801
오스트레일리아............................................... 1-800-763-983
오스트리아............................................................ 0800-281119
온두라스.......................................................... 800-2791-9500
요르단..................................................................... 0800-22656
우간다........................................................................ 206300115
우루과이......................................................... 000-401-912-22
우즈베키스탄.............................................. 00-800-120-1246
우크라이나......................................................... 0-800-501134
이스라엘........................................................... 1-809-477-254
이스라엘.................................................................. 2-375-2169
이집트.............................................................. 0800-000-0413
이집트.............................................................. 0800-000-9376
이탈리아................................................................ 800-143-959
이탈리아............................................................... 800-727-406
인도........................................................... 000-800-040-1304
인도............................................................. 000-800-100-4175
인도.............................................................. 000.800.100.3428
인도.......................................................................... 3371279005
인도네시아................................................ (+62)-21-50851419
인도네시아......................................................... 0800 1503216
인도네시아............................................................ 21-50851420 
일본.................................................................... 0800-170-5621
일본...................................................................... 0120-952-590
자메이카.......................................................... 1-876-633-1693
죠지아........................................................................ 706777493
중국...................................................................... 400-120-0173
중국..................................................................... 400-120-3062
짐바브웨............................................................ 86-4404-1046
체코공화국............................................................ 800-701-383
칠레...................................................................... 1230.020.3559
칠레........................................................................ 800-914-012

카자흐스탄...................................................... 8-800-333-3511
카타르............................................................... 00800-100-801
캄보디아 - 프놈펜..................................................... 23962515
캐나다............................................................. 1-800-235-6302
캐나다............................................................. 1-855-600-4763
케냐........................................................................ 0800-221312
케냐.......................................................................... 20-3892291
케이만제도..................................................... 1-855-475-9296
코소보.................................................................... 38-403-005
코스타리카................................................... (+506)-40010388
코스타리카................................................................. 40003876
코트디부아르...................................................... 22-46-89-86
콜롬비아 - 보고타..................................................... 13816523
콜롬비아......................................................... 01-800-5189703
콜롬비아.............................................................. 844.397.3235
콩고공화국................................................................ 64000036
쿠웨이트.................................................................... 2227-9501
큐라소....................................................................... 9-7889979
크로아티아........................................................ 0800-806-520
키르기스탄................................................. 00-800-13337-289
타지키스탄.............................................................. 427-815395
탄자니아............................................................ 0800-780-005
태국.................................................................... 1-800-012-657
터키............................................................... 00-800-113-0803
터키................................................................ 90-850-3902140
터키...................................................................... 850-390-2109
튀니지........................................................................... 31399185
트리니다드토바고......................................... 1-868-224-5814
파나마........................................................... 001.800.204.9188
파나마......................................................................... 800-2066
파라과이................................................... 009-800-542-0162
파키스탄.................................................................... 518108900
파푸아뉴기니........................................................ 000-861242
파푸아뉴기니.......................................................... 000861204
페루......................................................................... 0800-78323
포르투갈............................................................... 800-180-367
폴란드......................................................... 0-0-800-112-4014
폴란드............................................................... 00.800.141.0213
폴란드............................................................... 00.800.111.3819
프랑스.................................................................. 0805-080257
프랑스.................................................................. 0805-080339
핀란드................................................................... 0800-07-635
필리핀................................................................... 2-8626-3049
헝가리......................................................................... 212111440
홍콩....................................................................... 800-906-069

Kraft Heinz 윤리 헬프라인에 연락하세요 
웹사이트나 전화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Kraft Heinz 윤리 헬프라인은 다국어를 지원하며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 직원이 여러분의 기밀을 보호해드립니다.

www.KraftHeinzEthics.com에 방문하시거나 미국에 계신다면 1-866-313-9182,  
다른 지역의 경우 밑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전화번호를 찾으세요.

* 참고: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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