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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은 어떤 유형의 부패나 뇌물의 영
향 없이 청렴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
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여러
분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서 합법적
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당
부합니다. 이 브로슈어에는 올바른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의
요구 사항과 귀사와의 협력 약속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3M의 비전

뇌물수수에 대한 3M의 요구 사항

3M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
각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어느 지역에 있
던지),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상관없이 당
사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합니다.

3M은 국가마다 존재할 수 있는 사업 관습 및
관행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와 부
패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당사 비즈니스 파트
너가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개인, 사기업의 직원, 공무원의 뇌물수
수는 해당 법률과 3M의 행동 강령을 위반하
는 행위입니다.
•
뇌물은 과도한 선물, 접대, 여행 경비
또는 자선 기부금, 리베이트, 정치 기부금, 심
지어소정의 급행료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근절을 위한 3M의 약속
3M은 미국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
가의 법을 준수하며 윤리적으로 사업을 수행
합니다. 또한3M 가치와 도덕성 약속을 함께 지
켜나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신중히 선택합니
다. 당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뇌물수수와 부
패 없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 행위에서 뇌물수수와 부패가 근절되면
모든 기업은 기술, 제품, 고객 서비스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에
서 모든 기업은 정직하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
는 균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자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당사 윤리
강령의 일부인 3M 뇌물 방지 원칙은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 수수법(UKBA),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
률을 포함한 전 세계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도
록 보장해 줍니다.

3M은 뛰어난 회사 명성과 당사 직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우수한 성과와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모두원칙을 잘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도움 을 구하는 등 모범을 보이며 전 세계 사
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3M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와 10번째 원
칙에 대한 UNGC 실무 그룹(UNGC Working
Group on the Tenth Principle)의 멤버 입니다.
•
2016년에 3M은 3년 연속 Ethisphere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으로 인정받고 있
습니다.
•
3M은 Fortune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공무원 친척 을 채용 하겠다는 제안하
는 등의 호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과도한 할인 제공도 뇌물수수
로 간주되고 당사 윤리 강령과 해당 법률을 위
반할 수 있습니다.
3M의 사업 방식
3M은 오로지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업을 수행
합니다. 당사의 윤리 강령은 3M 직원뿐 아니
라 3M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비즈니스 파트
너에게 매일 윤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
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3M의
행동 강령과 뇌물 방지 원칙은 www.3M.com/
businessconduct에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
다.

•
3M은 Barron’s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World’s Most Respected Companies) 중 하나로 선정 되었읍니다.
질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원칙은 복잡하고 변수
가 많은 법률 분야 입니다. 이 브로슈어에 나
온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부적절한 행동
이라고 생각될 경우, 3M 담당자 또는 준법
및 윤리 경영 부서에 문의하거나 3M-Ethics.
co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