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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및 반독점 정책
목적
 당사의 고객,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직원 및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커뮤니티의
신뢰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의 비즈니스를 정직하고 윤리적인 틀 내에서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그룹의 비즈니스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관할지역의 경쟁 관련 법률과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책임
 Morgan이사회는 이 정책의 준수를 감시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최고운영책임자는사업부내에서 본 정책의 시행과 모든 예외 또는 비준수 사항을 보고할 책임을
담당한다.
 글로벌 준법 책임자(현재 회사비서가 겸임)는 본 정책의 이행과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미국 및 캐나다 담당 준법 책임자는 Fred Wollman이며 해당 지역에서 이 정책의 이행과 시행을
책임진다.
 그룹 준법 감시인인 Lynsey Poulton은 책임 있는 경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룹의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 경쟁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한다.
 준법 감시인은 각 GBU 사업장에서 본 정책의 준수를 감시하는 책임을 진다.
 각 직원은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윤리신고 핫라인 정책에 따라 본 정책의 위반이나
잠재적인 위반을 보고할 책임을 진다.
정책 선언
 모든 직원은 해당 공정거래법과 그룹의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 경쟁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o 연간 직원 교육
o 지역별 반독점 가이드라인
o 연간 규정 준수 인증
o 경쟁업체 접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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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및 집행
 이 정책에 대한 Morgan의 결의는 당사 사업 성공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정책은 전
세계 모든 Morgan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당사는 본 정책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모니터링 및 책임 추적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정책은 모든 직원, 이사 및 당사의 통제를 받는 합작사업체에 적용된다.
 당사는 본 정책 시행 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최고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규제 당국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연간 자체 인증 요건
 준법 책임자
 준법 감시인
 윤리신고 핫라인
예외/비준수 보고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는 그룹의 정책 및 윤리 원칙에 대한 실제 또는 의심되는 예외사항이나 위반,
또는 심각한 수준의 부적절한 행위를 현지 채널을 이용하거나 윤리신고 핫라인으로
이메일(morganplc@expolink.co.uk),

인터넷(www.expolink.co.uk/whistleblowing-hotline/for-

employees.htm)(회사 코드: MORGAN C) 또는 전화(+44 1249 661 808)(국가별 대체 지역
무료전화번호가 그룹의 인트라넷에서 제공됨)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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