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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의 CEO가 전하는 말
진실성은 당사의 고객, 파트너, 동료 및 지역 사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중요

합니다. 

Dell은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회사이며,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이 업계에서 Dell이 살아남아 번창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를 더 꼽아 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업무 처리 방식이 열정적이라

는 것입니다. 당사는 진실하게 법률의 조문과 그 정신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사는 당사 고객들

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며 우리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건전하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Dell의 행동 강령은 Dell Technologies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효과적인 글로벌 지침

으로서, 이를 알고 매일 실천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역할, 지위 및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Dell 리더들은 진실하게 당사 팀과 우리 회사의 평판이 보호되고 개

선되도록 직원들을 이끌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 진실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우리의 인격입니다. 당사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당사의 가치에 따라 살며 당사의 목표를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ichael Dell 
회장 겸 CEO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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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강령 준수를 통한 성공

당사의 행동 강령 "Dell의 성공 비결"에서는 당사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모든 법조문과 정신을 준

수해 Dell Technologies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강령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모두가 Dell Technologies의 강령과 이 강령에 따라 정해지는 정책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와 자회사(자회사에 별도의 행동 강령이 없는 한)의 모든 임직원이 준수 대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지 법에 따른 해고를 포함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은 물론 자신의 역할에

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과 기준을 숙지하십시오. 물론 당사의 강령과 정책에서 모든 상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

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질문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십

시오.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 대리인 및 Dell Technologies의 권한을 대행하는 모든 관련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의 강령은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

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과 Dell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 모든 국가의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현지 법이 미국 법과 상충하는 상황의 경우 법률 부서나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에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당사의 강령은 전 세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일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현지 관습이나 사업 관행이 당사의 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강령에서 허용

되거나 요구되는 내용이 현지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진실하

면 승리한다'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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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강령을 읽고 이해하며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Dell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Dell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해야 하며 이 약속

은 매년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 강령은 고용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Dell Technologies는 이 강령의 조항 
중 일부 또는 전체뿐 아니라 관련 정책과 기준을 언제든지 특정한 뜻으로 해석,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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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보고하십시오.

윤리와 관련한 우려 사항이나 누군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면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팀장에게 알리거나 윤리 전화 상담 서비스(Ethics Helpline)로 전화하

거나 온라인 윤리 상담 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ethics@del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본 강령이나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Dell Technologies는 선의에서 비윤

리적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우려를 제기한 사람

에 대한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팀원과 팀장들은 모두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협조하고 

진실하게 임해야 하며,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 부서, 인사 부서 및 글로벌 윤리 및 규

정 준수 부서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Resources :

• Ethics Helpline (web or phone)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밝히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43926/index.html
mailto:ethics@d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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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령은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Dell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역할을 합
니다. 모두가 자신들에게 이 강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Dell Technologies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읽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핵심 원칙(Key Take-away)이 나와 있으며 해당하는 곳에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FAQ, 정책 및 도구에 대한 링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령의 항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팀장에게 얘기하거나 인사 부서, 법률 부서 또는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본 강령의 일반적인 지침을 보충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혹은 특정 사업부, 직무 또는 부서에 적용되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이 강령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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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귀하의 팀은 당사의 강령, 정책 및 기준의 
준수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비롯한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귀하의 지도를 
따르게 됩니다. 리더로서 귀하는 좀 더 엄
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귀하가 직원 관리자라면 진실하게 직원들을 이끌 특별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자신만 합법적이고 윤리

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동하도록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위

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자신이 법률, 당사의 강령, 정책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팀원들도 이렇게 준수하고 윤리적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하가:

팀장들이 강령 준수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적 목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법적 요건과 윤리 원칙의 준수를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념

을 귀하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원칙 준수와 목표 달성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

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팀원들에게 편안하게 얘기

하도록 하십시오. Dell의 행동 강령이 당사의 목표와 가치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당사의 성공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설명하도록 합니다. 팀 회의 시간에 중요한 개념들을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 신경 써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때맞춰 이수하고 팀원들도 이수하게 합니다.

• 본 강령과 귀사에 적용되는 정책 및 기준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마련된 준수를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따르십시오.

• 성취한 부분을 축하합니다. 팀원 중 진실성이라는 당사의 가치의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을 파악해

보상하도록 하십시오.

• 팀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질문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간을 할

애해 팀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선의에서 신고하거나, 내부 조사나

감사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절대 보복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보복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 강령이 준수되는지 적절하게 감독합니다. 불법적이거나 Dell Technologies의 강령, 정책 또는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알게 되거나(안다고 생각되면)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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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업 운영 방식, 시장 진출 방식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당사의 문화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를 Dell의 팀으로서 정
의하는 규칙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Dell의 문화는 가치로 정의되며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을 이끄

는 방식에서 매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서 기대하는 행동,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이런 행동을 평가하

고 올바른 행동을 한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당사의 성공과 우리 문화의 오랜 지속에 있어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당사의 가치에는 회사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이런 가치가 지침이 되어 줍니다. 컬처코드(CultureCode)라고 불리는 당사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Dell을 차별화하는 요소이자 당사의 성공에 있어 기반이 된다고 믿습
니다.

함께 성공: 우리는 직원들을 믿으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개인보다는 팀으로 일할 때 더 성과가 우수하며 
현명하고 재미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혁신: 우리는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육성하는 능력이 성장, 성공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믿습
니다.

결과: 우리는 탁월성과 성과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실함: 우리는 진실함이 항상 이기고자 하는 강인한 욕망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당사의 문화와 가치가 
차별화된다고 믿습니다



고객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Dell을 
차별화하는 요소이자 당사의 성공에 있어 

기반이 된다고 믿습니다.

당사의 고객과 수많은 주주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들은 성공을 위해 

우리 의견을 듣고 우리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고객은 우리가 가장 엄격한 윤

리적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유

지하기 위해 우리는 Dell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정하고 정직

하며 합법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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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 Global Data Privacy Policy

• DellEMC’s Partner Code of Conduct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공개, 삭제 및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됩니다.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취급할 때 우리는 해당 법률과 규정, 계약상 의무, Dell Technologies 
강령의 정책과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정의: 개인 정보에는 이름, 집 주소, 이메일 및 IP 주소와 기타 연락처 정보 등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금융 기록, 정부에서 발행된 신원 번호, 신용 점수, 신용 카드 번

호, 의료 기록, 교육 또는 채용 기록, 성적 성향, 인종, 가족의 지위 및 정치 또는 종교적 소속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전문적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좀 더 민감한 개인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함: 우리는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수집, 이용, 공유, 전

송 또는 저장 시 책임감 있는 합법적인 수단만 사용하며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개인 정보

를 사용합니다.

업무 역할 상 개인 정보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이런 액세

스나 이용에 대해 Dell Technologie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개개인에게 명확히 통지하며 통지 시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선호하는 통신 수단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Dell Technologies의 보안 요건에 따라 개인 정

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고객의 결제 카드와 기타 금융 정보에는 추가적인 보호 수단도 적용됩

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유: 자신의 업무와 정보를 공유할 사람들의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액세스하거나 공유하지 마십시오. 귀하나 귀하의 팀에서 개

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업무를 시작할 경우 해당 사업부의 개인정보 책임자나 privacy@dell.com
으로 문의해 프라이버시 유지에 영향이 있는지 또는 보안 평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국가 간 개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다른 국가의 동료나 제삼자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이런 전송

이 업무상 승인된 부분인지 확인하십시오.

핵심 원칙: 

우리는 우리가 취급하는 고객의 
모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런 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
에 있어 의도적으로 주의합니다.  

Custom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mailto:privacy@dell.com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135f37f91b5b401ccf22fd12dd4bcb4a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8ad950f31b0fc490cf22fd12dd4bcb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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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사가 그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문의가 있으면 Dell Technologies 정책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처

리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privacy@dell.com으로 개인 정보 팀에 문의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폐기할 권한이 있는 경우 Dell Technologies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고 

폐기하도록 합니다.

제삼자: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히 이용해야 하는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든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해당 파트너가 법률을 준수하고 Dell 
Technologies의 정책과 기준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숙지하고 적절한 계약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채널 파트너와의 협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ellEMC의 파트너 행동 강령의 고객 및 팀

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Q&A

Q: 큰 히트 상품이 될 훌륭한 신제품이 있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잠재 고객의 이메일 
주소 목록을 보유한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마케팅 캠페인에서 이 제
품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긴 하지만,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국가에는 이메일 주소의 수
집 여부와 수집 방식, 이메일을 수신할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와 어떤 종류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마케팅 목적으로 이메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정해

져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법률 부서나 개인 정보 팀(privacy@dell.com)으로 문의하십시오.

Customer

mailto:privacy@dell.com
mailto:privacy@d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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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으로부터 배우며 고객에게 대응

• 품질, 가치 및 고객 경험에 대한 기대치를 일관성 있게 충족시키는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 지속해서 프로세스와 제품 및 서비스 개선

• Net Promoter Score®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고객 만족도, 신뢰 및 충성도 평가

당사는 Dell 제품이 배송되는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해

당하는 전 세계적인 표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서도록 설계 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환경과 관련한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며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당사는 정기적으로 자체 평

가와 외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안전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선의에서 제기되는 믿

을 만한 신고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및 기타 국가의 유사 기관으로의 통보를 포함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적절한 수정 조처

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제품의 안전, 보안 또는 규정 준수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 규

정준수 팀(product_compliance@dell.com)으로 문의하십시오. 

핵심 원칙: 

모든 Dell 제품은 안전하면서 보안이 유
지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모든 법적/규제 요건뿐 아니라 당사의 
품질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 기준
에 부합해야 합니다. 

Resources :

• Product Regulatory Compliance Policy

Customer

• Quality Policy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솔루션의 품질,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ell Technologies 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는 데 주력하기 위
한 품질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dell.com/regulatory_compliance
mailto:product_compliance@dell.com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2bf7ad191b44dcdccf22fd12dd4bc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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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국가에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사업 거래나 관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

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러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거나 당사자와 Dell Technologies
에게 민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협의는 경쟁에 반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으므로, 법률 부서의 명시적인 사전 서

면 동의 없이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협의를 체결하면 안 됩니다. 

• 가격을 고정하거나 통제하려는 합의

• 특정 사업이나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 또는 입찰 조건에 대한 경쟁업체와의 합의

• 회사 간(경쟁업체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음)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인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직원 보상을 정하겠다는 합의

• 지정된 공급업체나 고객 보이콧

• 시장이나 고객을 나누거나 분배하려는 합의

• 특정 제품 라인의 생산이나 판매 제한

• 특정 제품을 묶거나 끼워 판매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기타 모든 합의

벤치마킹, 업계 협회, 표준 제정 단체와 관련해서 경쟁업체와 상호작용할 때나 세미나나 협의

회에 참석할 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이런 합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마저도 피하기 위

해서는 경쟁업체와 가격, 거래 조건, 지역, 고객, 입찰, 수량, 비용, 수익, 시장점유율, 임금, 채용 

관행, 유통 방법, 공급업체와의 관계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공개 정보와 같은 사안들

을 절대로 논의하지 마십시오.

경쟁법은 복잡하므로 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경쟁업체, 고객, 재판매회사 또는 공급업체

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계약이나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 전

에는 항상 법률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핵심 원칙: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고객들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경쟁법은 복잡하므로 서면, 구두 또는 묵
시적으로 경쟁업체, 고객, 재판매회사 또
는 공급업체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계약이나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법률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Resources :

•  Global Competition Law Policy

Custom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705ebbba1baa4890cf22fd12dd4bcb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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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회계 금융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Dell Technologies의 자산을 사기, 낭비 및 오용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에서는 Dell Technologies와 고객,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주

주들과의 계약 협상과 승인에 적용되는 정책, 기준, 절차 및 관리책을 제정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계약의 성격, 범위 

및 재무적 가치에 따라 특정 팀원에게 위임됐습니다. 귀하가 Dell Technologies를 대신해 협상에 참여

하게 될 경우 이러한 계약과 관련한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해당하는 정책과 관련 서명 권한 체계 

내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 내에서만 행동해야 하며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글로벌 조달 부서, 계약 

관리 부서 및 법률 부서로부터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A

Q: 시스템 통합업체(SI)에서 최종 사용자용 데스크탑을 50대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은 승인을 거

쳐 다운로드된 후 현재 배송 중인 상태입니다. SI 측에서 나에게 연락해 고객이 데스크탑 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리란 우려를 전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싶지 않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시스

템을 구매할 다른 구매자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A: 아니요, 원래 주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정해서 법률 부서와 재무 부서 및 회계 부서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계를 밟지 않을 경우 구두 계약은 허용될 

수 없는 "이면 문서"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무단 약속"이 되므로 이로 인해 원래 주문서의 조건이 바

뀌어 회사에 판매로 인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우리는 계약에 대한 협상과 승인에 
적용되는 수립된 정책, 기준, 절차 
및 관리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Custom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적절한 가격과 계약 
체결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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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하청업체 중 한 곳에서 정부 고객에게 주문에 없는 미화 $10,000짜리 서버에 대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기가 됩니까? 하청업체가 그냥 걱정하게 놔둬야 합니까?

A: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정부 계약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행위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가능한 내부 보고 수단 중 하나를 통해 이 사안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핵심 원칙: 

정부 고객과의 계약이나 전체 또는 
일부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상
용 거래의 경우 추가 요건이 적용됩
니다.  

Resources :

•  Code of Conduct Addendum for Dell
Technologies' US Government
Contracting Operations

Custom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정부와 계약 시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 고객을 상대할 경우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또

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약과 관련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재판매회사, 

공급업체 또는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모든 자격과 성능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준수하도

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보호합니다.

정부 계약에 대한 입찰과 관련해 제출되는 정보는 최신 정보이면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계약과 관련해 뇌물, 사례금이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외 경우가 있

긴 하지만(법률 부서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또한 우리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

족에게 어떤 금품이든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선물, 접대, 여행, 숙박, 서비스, 할인 및 식

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와 관련한 추가 지침은 Dell Technologies의 정부와의 계약 관련 운영에 

관한 강령의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http://i.dell.com/sites/doccontent/corporate/corp-comm/en/Documents/code-of-conduct-addendum.pdf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aa1159e81b670850cf22fd12dd4bcbcd


우리는 직원들을 믿으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개인보다는 
팀으로 일할 때 더 성과가 우수하며 현명하고 재미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와 협업은 Dell 비즈니스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다양

성을 모색하고 환영하며, 상호작용 시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하고, 협업

과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육성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며 우리 팀원들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국가의 

고용권 및 업무 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합니다.

함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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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성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표현을 육성하고 괴롭힘

과 차별, 적대적인 행동이 없는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런 환경을 조성해 유지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종교나 신념, 신조, 국적, 사회 또는 종족, 성별(임신 여부 포함) 연령, 신

체적/정신적/감각 장애, HIV 감염 여부,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및/또는 표현, 결혼 여부, 동성 결

혼, 과거 또는 현재 군 복무, 가족의 병력 또는 유전적 정보, 가족 또는 부모의 지위, 보호되는 참

전용사 지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권 지위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의 법이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팀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우들에게는 합리적인 숙소를 제공합니다.

모든 팀원은 차별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의에서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했다고 우려

를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사의 성공에 있

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는 다양성과 평등을 위
해 노력하며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아이
디어 표현을 육성하고 괴롭힘과 차별, 적
대적인 행동이 없는 안전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sources :

•  Global Diversity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olicy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다양성, 동등한 기회 
그리고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https://myhr.one.dell.com/Global/Policies/Workplace/Policies_All/Diversity_Equal_Employment_Opportunity.pdf
https://myhr.one.dell.com/Global/Policies/Workplace/Policies_All/Diversity_Equal_Employment_Opportun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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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초대 또는 발언

• 경멸하거나 성적인 암시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제스처 등 시각적 표시

• 공격이나 원치 않는 만지기 등 신체적 행위

• 채용을 빌미로 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성적인 요청에 응하라는 위협이나 요구

모든 팀원은 괴롭힘이 의심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의에서 불법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원칙: 

모든 팀원은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롭힘은 금지되
며 용납되지 않습니다.

Resources :

• Global Workplace Anti-Harassment Policy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모든 사람들(팀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이해당사자)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직장에서 공격적이거나 전문가답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분열

이나 중단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롭힘에는 행동, 언어, 누군가의 업무 성과를 약화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

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 서면 자료나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종교나 신념, 신조, 국적, 사회 또는 종족, 성별(임신 여부 포함) 연령, 신체

적/정신적/감각 장애, HIV 감염 여부,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및/또는 표현, 결혼 여부, 동성 결혼, 

과거 또는 현재 군복무, 가족의 병력 또는 유전적 정보, 가족 또는 부모의 지위, 보호되는 참전용

사 지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권 지위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의 법이나 규정에 의

해 보호되는 기타 지위에 따라 누구에게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우리는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9cec7bc41b949c1004404332dd4bc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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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에는 모든 팀원뿐 아니라 공급망의 근로자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 당사의 가

치사슬에 영향받는 Dell 외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이 

중 하나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전자산업시민연대)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적절한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 강제 노동이나 어린이 노동 금

지와 건강 및 안전 등의 기준이 해당합니다.

자신이나 누군가의 권리가 위태롭거나 타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요청

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십시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에서는 당사의 가치사
슬에 속하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합니다.

Resources :

• RBA Code of Conduct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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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해당하는 모든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법과 규제는 물론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현지 

EHS(Environmental Health & Safety)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Dell 
Technologies 사업체, 고객의 사업체 또는 원격 근무지 어디에서 근무하든 적용됩니다. 또한, 요구되는 

모든 EHS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류, 불법 약물 및 규제 약물도 안전, 생산성, 태도, 신뢰성 및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회사 회식에서 합법적으로 적당히 신중하게 주류를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Dell Technologies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를 마시거나 취하거나 불법 약물을 소유, 배포하거나

약물에 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고, 부상,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 환경으로의 불법 방출 및 기타 EHS 관련 우려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감독관과 해당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채용하거나 이런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이용할 경우 각 계약업체나 파

트너가 수행할 업무 유형에 적합한 EHS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지, 업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기타 위

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Dell Technologies의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안전 및 환경 요건

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나 공급업체/파트너 업체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Dell 
Technologies, 고객 또는 공급업체/파트너의 EHS 요건 중 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팀원들은 해당하는 모든 건강, 안
전 및 환경 관련 법과 규제는 물
론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현지 EHS(Environmental Health 
& Safety)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
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Resources :

• Global Workplace, Environment &
Facilities site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inside.dell.com/community/active/global-facilities
https://inside.dell.com/community/active/global-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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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저는 고객의 시설에 장비를 설치하고 수리합니다. Dell Technologies와 고객의 안전 규칙 중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A: 둘 다 준수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각 요건 중에서 더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Q: 팀장이 시간은 절약되지만, 안전상 위험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절대 자신이나 팀원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다른 상사

에게 보고하거나 기타 사용 가능한 보고 수단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Q: 우리 직장에 적용되는 EHS 요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이 섹션의 리소스에 나와 있는 글로벌 직장, 환경 및 시설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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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면허나 총기 은닉 휴대(concealed permit) 면허가 있으면 총기를 직장에 가져
가도 됩니까?

A: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 정책에서는 Dell Technologies 건물 부지 내에 

있거나 Dell Technologies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기 휴대를 금지합니다.

핵심 원칙: 

폭력, 무기 및 기타 파괴적 행동이 없는 
직장은 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폭력 없는 직장은 항상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팀원이나 직장의 다른 

동료와 불화가 있을 때 차분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언어적 행동(쓰거나 말)이나 

비언어적 행동(제스처나 표현)을 통해 다른 동료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주거나 그

들의 자산에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법이나 Dell Technologies 정책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Dell Technologies의 건물 구내에서

나 Dell Technologies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화기, 칼, 클럽, 탄약, 폭발물이나 주로 상해

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장치(엽총이나 석궁, 장난감 무기 또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무

기나 진짜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무기 모조품 등의 여가용 무기 포함)를 소유하거나 감추

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배정 시 Dell Technologie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제

공한 칼이나 기타 도구에는 이런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건물, 주차장, 통로

및 기타 Dell이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해 Dell Technologies 건

물 부지로 들어오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우리는 폭력 없는 직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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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자 팀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의 해당하는 모든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현지 법에 따라 Dell Technologies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팀

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책상 팀원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합법적인 업무상 필요 때문에 Dell 
Technologies로부터 허가를 받고 해당 법과 Dell Technologies 정책을 준수할 때에만 이에 액세

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역할과 상관없이 팀원의 개인 정보나 타인의 사적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경우에는 항상 안전한 보호를 위해 주의하십시오. 법적 요건이나 정당한 업무상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원의 허가 없이 이 정보를 누구와도(Dell Technologies 
안팎의 누구든)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자신의 역할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사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핵심 원칙: 

우리는 모두 팀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ources :

• Global Data Privacy Policy

Winning Together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팀원들의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135f37f91b5b401ccf22fd12dd4bcb4a


혁신
우리는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육성하는 능력이 성장, 성공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혁신적인 업체로서 Dell은 한계를 넘어 생각하고 창조하며 타인과 협력함으

로써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도구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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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는 경쟁업체들로부터 당사를 차별화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므로 법과 중요 계약 때문에 보호됩니다. 이런 정보 중 일부는 법에 따라 보호 가능한 거래 

기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와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ell에 근무하는 동안이나 퇴사 후에도 Dell Technologies에서 기밀이거나 독

자적이라 간주하는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오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는 행동 강령과 

계약에 어긋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공개는 공개한 당

사자와 Dell Technologies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배

포하기 전에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이용 약관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

보의 사용, 공개 또는 배포를 제한하는 서면 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입니까?

Dell Technologies의 기밀 정보란 공개되지 않고 보호, 관리 또는 폐기 시 더욱 주의해야 하는 민감

도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당사, 당사의 제품, 당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비공개 정

보와 팀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당사에 보호하도록 위탁되었으며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분

류 기준에 의해 이렇게 표시된 타사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런 정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

님).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Dell에서 근무할 때나 퇴사 후에도 Cybersecurity S.A.F.E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 보안 정책에서 

허가되지 않는 한, 명시적 허가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

보를 사용하거나 Dell Technologies 외부의 누군가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정책에 의해 허가되는 모든 공개 시에도 그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과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Dell에 근무하는 동안이나 퇴사 후에도 
Dell Technologies에서 기밀이거나 독
자적이라 간주하는 정보 또는 영업 비
밀을 오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
되며 이는 행동 강령과 Dell 
Technologies와의 계약에 어긋납니다.

Resources :

• Cybersecurity S.A.F.E. site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cybersecurity.one.dell.com/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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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는 Dell Technologies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도록 합니

다.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입수, 다운로드, 배포하거나 기타 금지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Dell Technologies 자산의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가 영업 비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의 부주의한 공개를 예방하려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모든 

보안 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Dell Technologies에 대한 모든 비공개 또는 기밀 또는 독자적 정

보를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외부인과 논의해서는 안 되며 엘리베이터, 레스토랑 또는 비행기 등의 공공

장소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 논의해서도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 내부에서도 이런 정보는 "알아

야 하는 사람"하고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가 포

함된 알림용 이메일은 발송하면 안 됩니다. 블로그, 인터넷 채팅 보드 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같

은 소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때에도 명시적인 사전 허가 없이는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

적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 부지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공공장소에서 부주의한 

공개를 예방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유형이든 전자 형태든)의 보호를 위

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Dell Technologies의 경쟁업체, 파트너, 공급업체 또는 고객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협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경우 그런 만남이 결백하

게 보이더라도 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와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절

대 논의해서는 안 되며, 기술 리소스 및 정보 거버넌스 정책(Technology Resources and Information 
Governance Policy)과 Dell Technologies와 상대방 사이에 온전히 이행되는 비공개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고객, 파트너 또는 공급업체와 논의하도록 주

의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의 보호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비즈니스 관계의 경우에는 Dell Technologies에 특별한 정책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인이 Dell Technologies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습득하려고 시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cybersecurity@dell.com으로 연락해 보고해야 합니다.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mailto:cybersecurity%40d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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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고 적절한 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을 이행한 후에만 데이터를 암호화

해서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는 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

한 승인된 암호화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또는 이메일의 분류에 대한 중요 

정책과 기타 관련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책과 기준은 리소스에 나와 있는 Cybersecurity 
S.A.F.E.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 Dell Technologies에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Dell Technologies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업무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서는 제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A: 아니요. 이 정보는 Dell Technologies 소유이며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 퇴사할 때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이 강령과 Dell Technologies와

의 계약에 어긋나며 불법일 수 있습니다. 

Q: 직속 관리자나 동료에게 Dell Technologies에서 인수를 고려 중인 회사에 대해 말해도 됩니까?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ell Technologies의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해당하는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Dell Technologies에서는 인수 프로젝트와 관련해 엄격한 관리 

조처를 합니다. 특정한 중요 팀원들에게만 인수 가능성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이들은 엄격한 비공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해당 관리자나 동료가 이미 인수 프로젝트의 일원임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면 

관리자에게 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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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의 기밀 
정보도 보호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적극적이지만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는 Dell Technologies의 지적 

재산, 영업 비밀과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보호하며 타인들의 이런 정보를 보호할 권리도 

존중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경쟁업체나 타 업체에 대한 공개 정보는 사용할 수 있으나 

타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타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불법으로 습득하거나 오용할 수는 없습

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현금 지불, 특혜 제공이나 경쟁업체 직원 채용 등 어떤 수단을 통해

서든 타사의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그 정보가 기밀 또는 독자적 정보인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문서의 경우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로 지

정하는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기밀 정보는 사용하기 전에 법률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정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정보의 이용, 공개 또는 배포를 제한하는 

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기밀 정보를 입수했으면 관련된 기밀 유지 계약 또는 비공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만 이를 사용, 복사, 공개, 수정 및/또는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 고용주에 

대한 법률상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기밀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거나 

예전 동료에게 Dell Technologies로 이직하도록 권유하지 않거나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팀원들은 불법으로 타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타 기밀 또는 독자적
인 정보를 입수하거나 잘못 사용
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sources :

• Cybersecurity S.A.F.E. site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cybersecurity.one.dell.com/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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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저는 최근에 경쟁업체로부터 Dell Technologies로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영업 팀에 예전

에 근무하던 회사의 시장 진출 전략을 알려줘도 됩니까? 

A: 아니요. 귀하의 예전 고용주가 그 정보를 기밀 및/또는 독자적 정보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
니다.

Q: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파트너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이러한 자료를 읽거나 이용하거나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법

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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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Dell Technologies의 정보 주기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

정한 Dell Technologies의 사업, 거래 및 기타 정보는 법적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자 Dell Technologies에서는 문서 보유 일정과 

법적인 보존(legal hold)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당하는 보유 요건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유

지하고 승인받은 안전한 전자 또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이를 보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

니다. 

보유 일정이나 법적인 보존이 적용되지 않는 Dell Technologies의 정보나 보유 일정이나 법

적인 보존은 적용되지만, 일정이 지났거나 보존 기간이 해제되어 이제는 폐기 가능한 Dell 
Technologies 정보는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모두가 본 강령, Dell Technologies의 
정책 및 기준과 준거법에 의거해 Dell 
Technologies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 
관리하며 폐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ources :

• Cybersecurity S.A.F.E. site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효과적인 정보 
주기 관리를 실행합니다

https://cybersecurity.one.dell.com/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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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리소스를 포함해 한정된 개인 용도로 Dell Technologies의 리소스를 때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용도가 적절해야 하며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에는 불법 활동 참

여나 성인용 또는 포르노 사이트, 증오 사이트나 Dell Technologies의 브랜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비롯해 부적절한 자료를 보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리소스는 절대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파트타임 일 자리, 외부 비즈니스 벤처나 개

인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회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정보 기술 리소스를 제공하며 리소

스의 소유권은 언제나 Dell Technologies에 있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Dell Technologies는 리소스의 

사용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며, Dell의 정보 기술 리소스를 비롯한 Dell 리소스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현지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리소스를 사용하면 암호화 사용을 비롯

해(Dell Technologies가 모니터링을 위해 암호를 해독할 권리 보유) 이러한 모니터링과 검토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두가 정보 보안 정책을 모두 준수하고 시스템에 설치된 Dell Technologies에서 관리하는 보안 소프

트웨어를 조작하거나 비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침입 시도로

부터 당사의 정보 기술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할당된 사

용자 ID와 할당된 IT 리소스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의 구매와 계약이 기술 정보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의 정보 기술 리소스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정보 기술 리소스의 사용에 관한 정책 및 절차와 고객이 요청한 정보 보

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의 리소스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개인
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정보 기술과 기타 리소스를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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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우리는 항상 Dell Technologies의 비즈
니스, 가치 및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소
통하고 당사의 평판과 브랜드를 개선해
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를 대신한 
공개 수락서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만 허
용됩니다.

Resources :

• Global Social Media Policy

In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책임감 있게 소통: 

우리는 항상 당사의 가치를 실천하고 목적을 드높이며 평판과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직원으로서 소통할 때는 불쾌감을 주거나 선동적이거

나 공격적인 언어뿐 아니라 Dell Technologies를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폄하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확하게 소통하십시오. 합법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는 이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Dell Technologies를 대신해 대변하도록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는 자신만의 견해이며 Dell Technologies의 견해를 반영하거나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알아야 하며 그러한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Dell Technologies 또는 타사에 속한 기밀 또는 독

자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 또는 온라인 소통을 위해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 메시지, 웹로그("블로그"), 채팅, 소

셜 미디어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할 때 주의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는 합법적이고 윤리적

으로 이루어지는 한, 열린 소통을 지지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소셜 미디어 정책을 준수

하도록 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를 대변할 경우: 

Dell Technologies의 공개 수락서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모든 법적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당사의 평판을 보호하고 Dell의 가치와 브랜드에 맞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DellTechnologies.com의 보도자료, 미디어 및 애널리스트 회의 및 성명

서 등 특정 배포 채널을 사용해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채널은 

허가받은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이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유효하고 정확하며 대

중에게 공개용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무 실적,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 법적 사안 및 공개적인 정책 문제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 회사의 공식 입장을 알

릴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를 대변하여 질문에 답해야 할 경우에는 항상 기업 선전

(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소통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5c6c10aa1b6b4cd004404332dd4bc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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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는 Dell Technologies에 대한 뉴스의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는 기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하면 됩니까?

A: 회사를 대신해 이 주제에 대해 대변하도록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자를 기업 선전(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Innovation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광고 및 영업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알리는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합니

다.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제공 할 수있는 자신이없는 제품, 기능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여 고

객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검토 및 승인과 관련된 모든 내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가 확신이 없거나 질문이있을 때 법률 부서의 지침을 찾으십시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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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lanet Employee Resource Group에 가입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의 가장 

큰 ERG 중 하나인 Planet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곳에서 환경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환경적 책임이란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한
다는 뜻입니다.

Resources :

•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Inovation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친환경 방식을 
홍보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사람들과 이 세상에 가장 이로운 곳에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발

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에 "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재생을 위한 솔루션(받은 것보다 사회, 환경 및 전 세계 경제에 더 내놓는 솔루션)의 비밀을 열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약

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더 나은 자재로 제작되거나 좀 

더 쉽게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해 수명이 다했을 때 자재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이 지구에 이로

운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상 업무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legacyofgood.dell.com/index.htm#


결과
우리는 탁월함과 성과를 위한 우수한 기준에 맞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제품, 직원들 및 솔루션의 장점과 무결성을 통해서만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

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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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무제표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재무제표와 기타 규정 신고에서 무결성을 유지하는 일은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당

사의 주주들,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확신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Dell 
Technologies에 대한 모든 재정 정보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서의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해당하는 회계 원칙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

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부서의 지침에 따라 권한이 있는 Dell Technologies의 직원

만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 또는 운영 실적을 잘못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무결성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장부나 기록에 금융 또는 비금융 거래, 성과 또는 잔액의 실제 

성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호도하거나 위장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으며 또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허용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Dell Technologies의 재무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의 정확

성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모든 절차와 관리책을 준수합니다. 

Q&A

Q: Dell Technologies의 독립 감사자에게 직원이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
게 해야 합니까?

A: 이 사안을 즉시 법률 부서나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ethics@dell.com)로 보고

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의 CFO(chief_financial_officer@dell.com) 또는 감사 위원회

(Board_of_Directors@dell.com)로 알려도 됩니다.

핵심 원칙: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항상 당사
의 재정 및 운영 실적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mailto:ethics%40dell.com?subject=
mailto:chief_financial_officer%40dell.com?subject=
mailto:Board_of_Directors%40d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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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보도 전에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란 무엇입니까?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란 합리적인 이해당사자라면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다고 여길만한 정보를 말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회사의 재정 또는 

실적 정보, 합병 또는 인수,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의 관계, 고위 경영진 및 신제품의 변경 등이 

이런 정보에 해당합니다.  

내부자 거래란 무엇입니까?

내부자 거래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Dell이나 VMware, 

SecureWorks와 같은 다른 회사, 현재 또는 잠재적 공급업체, 고객 또는 인수 대상에 대한 "내

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및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정보를 이용해 

VMware 및 SecureWorks를 비롯한 어떤 회사의 주식도 거래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주식 관련 팁을 주거나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이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은 Dell Technologies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귀하나 Dell 
Technologies 측에 내부자 거래가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와 정보 누

출(tipping)의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제재(징역형 등)를 비롯해 심각한 법적인 처벌을 받

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비
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금전적 이
익을 위해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회사 정
책에 의해 금지되며 불법일 수 있습니다.

Resources :

• Securities Trading Policy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5303c0a61baf0cd004404332dd4bc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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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는 당사의 제품 및 솔루션의 장점과 무결성에 의해서만 사업을 체결하고

자 노력합니다.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에서 사업을 운영하든 우리는 뇌물이나 부패를 절대

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뇌물과 부패는 이 강령과 Dell Technologies의 정책 및 기준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공공/사적인 직책 모두에서 금지됩니다.

뇌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제공하거나 수락하지 마십시오. 현지 관행에서 

허용되거나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뇌물이나 부패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나 뇌물이나 부패가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국영 또는 국가 관리 단

체, 정당 및 국제 조직에 속한 직원과 간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단체 및 직원들을 상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긴 하지만 많은 부패방지 법과 이 강령 및 Dell 
Technologies의 정책과 기준은 사설 단체와 그 직원에게도 해당합니다. 

정부 또는 준정부 단체의 간부 및 직원들에게 선물, 접대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업상으로 예

의를 표할 때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반 상업 고객에게는 허용되는 것도 정부를 상

대할 때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타사에 제공되는 모든 지불, 영업비, 리베이트, 

마케팅 발전 기금, 할인, 적립금 또는 기타 통화 교환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Dell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뇌물방지 법 및 부패방지법은 물론, Dell Technologies는 본

사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은 

전 세계 어디서든 Dell과 Dell의 직원들 그리고 Dell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업

무에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법률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는 어디서나 최고의 
제품과 솔루션으로 사업을 성사시키며 
절대 누군가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
니다. 누구로부터도 절대 뇌물을 수락
하지 마십시오. 뇌물은 부적절한 목적
으로 제공되거나 사업을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접대, 여
행, 선물, 대출, 자선 기부 또는 일 자리
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Resources :

• Global Anti-Corruption Policy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뇌물방지 법과 
부패방지법을 준수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475a18021bd7801ccf22fd12dd4bc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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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Dell Technologies에서 여름 동안 인턴직으로 근무하게 해 줄 수 있

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턴직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그 고객은 Dell Technologies와 보류 중인 

거래를 이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뇌물에 해당합니까? 

A: 예. 뇌물에는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시도와 같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를 포함해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Q: 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란 무엇입니까?

A: FCPA는 Dell Technologies와 같은 회사들이 해외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범죄로 규

정하는 미 연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널리 시행되는 부패방지 법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Dell Technologies와 직원들은 FCPA를 준수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부패방지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Q: 정부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파트너가 해당 제품과 시장에서 관례적인 수준을 넘어선 할인을 요청

합니다.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A: 예. 특히 공공 거래와 관련한 과도한 이윤은 비자금(뇌물 지급 등의 불법 목적으로 유지되는 계좌) 

조성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며 재무 부서나 글

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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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역법을 준수합니다

• 통상 금지 국가 또는 대사관이나 은행 등 이러한 국가와 관련된 단체(그 단체가 통상 금지

국가 외부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로 제품, 서비스,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거나 이

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된 판매에 참여하는 행위

• 당사 제품을 금지된 최종 용도로 제공하는 행위(테러 활동, 미사일 기술 및 핵 확산, 생화

학적 무기)

• 당사 제품을 금지된 최종 사용자(포괄적 OFAC 제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배송, 전송하
거나 넘겨주는 행위

수입 시에는 원산지 국가를 정확하게 분류해 가치를 매겨 확인하고 모든 사실을 세관 당국

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 문제에 합당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도 이
러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합니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미국의 경제 거래 제재법 및 규정을 비롯
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
출입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준수합니다.

Resources :

• Global Trade Compliance Policy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무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97cb53fd1b9b001ccf22fd12dd4bc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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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Dell Technologies의 재판매회사에서 통상 금지 국가로 제품을 배송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

다. Dell Technologies에서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글로벌 무역 규제 준수 부서로 문의

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는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만(그리고 적절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미 

경제 제재 대상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EMEA 지역의 군대를 위해 주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주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

기 어려워서 누가 최종 사용자인지 혹은 이 제품의 사용 용도에 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글로벌 무역 규제 준수 부서로 문의

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는 Dell Technologies의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기술을 테러 

활동이나 로켓/미사일 또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의 개발, 설계, 제조 또는 생산 등 특정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

시오. 

Q: 통상 금지 국가가 아닌 독일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제품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

니까? 

A: 아니요. 통상 금지 대상 단체가 통상 금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지됩니

다. 어떤 것을 구매하든 이는 Dell Technologies와 통상 금지 대상 국가 간의 금융 거래이기 때문

에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솔루션의 판매 모두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은행이 

본사는 통상 금지 대상 국가에 있고 그 은행의 지사는 다른 국가에 있더라도 통상 금지 대상 국

가가 아닌 곳에 있는 그 은행의 지사에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글로벌 무역 규제 

준수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43

핵심 원칙: 

절도와 사기는 범죄이며 용납되지 않습
니다. 직원들이 Dell Technologies를 위
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절도나 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당사의 브랜드에 해가 되
며 우리 모두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도난과 사기를 
방지합니다

우리는 모두 절도가 자신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허가 없이 가져가는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절도에는 돈이나 자산과 같은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포함되며 위조, 횡령 또

는 사기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는 기만에 의한 절도 유형입니

다.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의도로 사실

이 아닌 정보를 믿게 하는(말이나 행동으로 또는 중요한 정보를 감춰서) 것을 말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의 직책을 이용해 절도나 사기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이런 행위를 돕는 

사람은 최고 해고까지 포함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당사의 직원, 고객, 주주들,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사기 행위를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함으로

써 Dell Technologies의 자산과 평판을 보호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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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범죄 집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을 준수하며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국가 

안보를 보호합니다.

자금 세탁은 마약 밀거래와 같은 범죄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범죄 출처를 감추기 위해 합법

적인 사업을 통해 정당해 보이는 자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테러 후원은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자금은 합법적인 출처나 범죄 출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자금 세탁이나 테러 후원을 도와서는 안 되며, 의도치 않게라

도 Dell Technologies의 사업상 활동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경계하고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들의 자금 출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십

시오. 현금 지급이나 흔치 않은 자금 출처에서 지급, 거래나 고객과 관련 없는 국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금 이체, 실제 사업상 용도가 반영되지 않은 특이하게 복잡한 거래 또는 장부 

기록이나 세금 신고 요건을 피하기 위한 시도 등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 또는 거래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는 고객과 그들의 사
업 활동 및 그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보고함으로
써 당사의 사업상 행위를 자금 세탁과 
테러 후원에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자금 세탁과 테러 활동에 
대한 후원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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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직원들은 정책에 따라 행동하고 출장 
및 접대에 드는 비용을 진실하고 정확
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Resources :

• Global Travel & Expense Policy

Results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Dell Technologies의 자금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출 한도, 법

인 신용 카드 사용, 선호하는 여행사, 필요한 경영진의 승인, 영수증, 경비 보고서 및 기타 출장 

관련 문제에 있어 회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장 및 접대에 드는 비용을 진실하고 정확하

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 청구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Dell Technologies의 자금을 개인적인 여

행이나 여흥 또는 개인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
를 위해 일하는 동안은 성매매 업소와 같이 Dell Technologie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

소나 당사의 가치에 맞지 않는 장소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한 경비는 상

환되지 않습니다. 경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장소는 사업상 여흥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한 경비와 관련한 규칙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출장 경비 정책을 참조

하십시오.

우리는 출장 및 경비 지출 시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5ed6ae701b274090cf22fd12dd4bcbd4


우리는 진실함이 항상 이기고자 
하는 강인한 욕망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면 고객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직원들에게 당사의 비즈니스, 지역 사회 및 이 지구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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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해 충돌을 
피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Dell Technologies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듯 보이거나, 객관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활

동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분야

개인 관계: 가족 구성원이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채용, 보상, 평가 또는 승진 등의 

고용 관련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일자리, 비즈니스 벤처 및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외부 비즈니스 벤처 또는 기타 상업적

이거나 금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Dell Technologies에 대한 귀하의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Dell Technologies와 경쟁하거나 Dell Technologies에 대한 기밀 유지 또는 기타 의무

에 어긋나거나 불법 또는 비도덕적이거나 Dell Technologies에 기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일자리나 기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우리는 항상 Dell Technologies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벤더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Dell Technologies와 파트타임 고용주, 개인 비즈니스 벤처 또는 귀하나 친인척이 

금융 투자를 많이 했거나 고위직에 있는 단체 간의 현재 또는 잠재적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한 

어떤 결정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이사직 및 고위직: Dell Technologies의 직원들은 공개 거래 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외부 

영리 기업의 이사진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드물긴 하나 Dell Technologies의 임원진과 특정 전

무(SVP)가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이해 상충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Dell Technologies CEO의 승인을 얻어 영리 기업의 이사진 수락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 수락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만, Dell Technologies의 글

로벌 이해 상충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직원의 행동은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Resources :

• Global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  Global Family, Romantic or Other
Relationships Policy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dell_legal_kb_view&sys_id=38db1b0b1ba60c90cf22fd12dd4bcbc7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kb_article&sys_id=63ffd8a21bab4cd004404332dd4bc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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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유료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주제 전문가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허용되는 

일입니까?

A: 아니요. Dell Technologies는 현직 직원들이 이런 종류의 유료 외부 직책에 참여할 경

우 관련자들 사이에 Dell Technologies의 기밀 정보가 퍼지게 될 기회가 매우 많아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외부 컨설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이런 직책을 수락해도 되는지에 대해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나 법률 부서를 통해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49

합리적인 선물, 접대 및 기타 사업상 차리는 예의는 서로 간에 선의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고객의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Dell의 진실한 비즈니스 관계에 누가 

될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 수락: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는 약소한 선물과 사업상 차리는 예의(절대 현금이나 현금 상응물은 

안 됨)는 허용되나 Dell Technologies의 사업을 따내거나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거나(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Dell Technologies 측에 제공자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든 줄 수 있는 유무형의 개인적 혜택은 종류를 막론하고 구해서도 안 되고 수

락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Dell Technologie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는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 제공: 

사업상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관계 개선을 위해 적당하게 사

업상 예의를 차리는 정도로만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 경우에도 

선물, 접대 또는 사업상 차리는 예의의 금액대가 합당하고 점잖은 품목이어야 하며,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선물 접대 정책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만 파

트너, 고객 또는 기타 제삼자에게 선물 및 접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물, 접대 및 사업상 차

리는 예의는 현금이나 현금 상응물의 형태로는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법과 해당하는 정책에 

따라 선물 수락이 허용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보건, 공익사업 또는 

교육 고객을 포함하는 준 정부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등 특정 유형의 고객들에게 선물할 때

는 종종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항상 적용되는 규칙 중 가장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지 법률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핵심 원칙: 

선물과 접대는 책임감 있게 주고받아야 
하며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sources :

• Global Gifts & Hospitality Policy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선물과 접대를 적절한 
수준에서 주고받습니다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dell_legal_kb_view&sys_id=557150ee1b030c18cf22fd12dd4bc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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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정부 고객에게 DellEMC/ World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허용됩니까? 

A: 아마도 허용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Dell Technologies의 제품 및 서비스 시연과 관련해 

정부 고객들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긴 하나,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확

실히 하려면 항상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ethics@dell.com)에 확인하십시오. 

Q: "공공 고객"이라고도 하는 정부 또는 준정부 고객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할 때는 특수

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부 또는 준정부 고객이란 누구입니까? 

A: A "공공 고객"은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선물 접대 정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

공고객에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중앙,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직원들이 포함되지만 교육 기

관, 병원 또는 정유 기업이나 항공사와 같이 기타 정부에서 소유하거나 정부에서 자금을 지

원하는 단체의 직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mailto:ethics%40dell.com?subject=


51

우리는 자선 기부 및 
활동에 참여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직원들의 관용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Dell Technologies의 이해와 상

충하지 않고 Dell Technologie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원들이 시간, 재능 및 

에너지를 자선을 위한 명분과 비영리 단체를 돕는 데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선 활동에 Dell Technologies 리소스를 이용할 때뿐 아니라 Dell Technologies에서 후원하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과 개인적인 자선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때에도 Dell 자선 정책을 준수해

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자격이 있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만 기부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로부터 자선 기부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 기부, 새로운 컴퓨

터 장비나 중고 컴퓨터 장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벤트 후원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중 무

엇에 대한 기부 요청을 받든 모든 자선 기부는 준거법과 Dell 자선 사이트에 있는 Dell 
Technologies의 기업 자선 기부 정책을 준수하고 Dell Technologies 자선 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원칙: 

Dell Technologies는 당사의 기부 목표
에 따라 자선 기부를 하며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에 도움이 되도록 장려합니다.

Resources :

• Dell Giving site

• Facilities Service Request site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dell.yourcause.com/home#/engagement/3504c085-46b1-4edc-bfe9-e7d2b68d8eef
https://inside.dell.com/community/active/global-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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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판매점에서 Dell Technologies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파트너를 위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까? 

A: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업무 시간 중에는 안 됩니다. 휴식 시간 및/또는 점심시간에 모

금 활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시설팀으로부터 공간과 설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다른 조직에서 Dell Technologies 및/또는 DellEMC 로고를 사용하고 싶어할 경우 이 

요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A: 타사의 Dell Technologies 로고 사용에 대한 모든 요청은 brand@dell.com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Q: 현장 이벤트 개최를 위해 Dell Technologies 시설을 예약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합니

까? 

A: 모든 현장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시설팀으로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 서비스 요청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mailto:brand%40d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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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국과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경우 귀하의 활동이 합법적이고 존중할 수 있는 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시민 활동과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가 시간에 자신이 

경비를 부담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 장비 또는 상표를 포함한 Dell Technologies의 자금

이나 자산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Dell Technologies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특정 후보, 캠페인 또는 정책 문제를 지지한

다거나 공개적으로 보증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및 개인의 정치적 

기부나 로비 또는 기타 대정부 소통 및 정치 캠페인 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하도

록 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는 합법적이더라도 기업으로서 정치적 기부는 하지 않습니다. Dell 
Technologies 관련 공공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공무 팀에 우선 문의

해 주십시오.

Q&A

Q: 공직에 출마한 친구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열리는 선거 연설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됩니까?

A: 아니요. 귀하의 공개적 지지가 자신의 개인적 행동이며 Dell Technologies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실히 밝히도록 하십시오.

핵심 원칙: 

직원들은 공무 팀에서 허가가 있거나 
공무 팀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Dell Technologies 관련 정책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들과 소통하거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Dell Technologies를 대
변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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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제와 우려를 
제기합니다

해당하는 법 또는 규정, 본 강령 또는 정책의 위반 사례를 알고 있거나 이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이거나 수상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거나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 팀장에게

• 경영진에게

• 인사 부서에

• 법률 부서에

•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에

•  윤리 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 윤리 상담라인을 통해 우려 사항을 몰래 또는 익명으로 보고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Dell Technologies는 선의에서 의심스러운 위법 행위를 보고하거나 이로 인해 시행되는 조사

나 감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거나 조
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위에 나와 있는 보고 수단을 이용해 즉시 보고해

야 합니다.

핵심 원칙: 

직원들은 해당하는 법 또는 규정, 본 
강령 또는 정책의 위반 사례를 알고 
있거나 이런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즉
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ources :

• Ethics Helpline (web or phone)

•  Global Policy on Raising and
Investigating Potential Ethics and
Compliance Violations & Anti-retaliation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43926/index.html
https://legal.one.dell.com/sites/Legal4Clients/EnC/Documents/Policies%20and%20Standards/Global%20Policy%20on%20Raising%20and%20Investigating%20Potential%20Ethics%20and%20Compliance%20Violations%20and%20Anti-Retaliation%20-%20English.pdf?Web=1
https://legal.one.dell.com/sites/Legal4Clients/EnC/Documents/Policies%20and%20Standards/Global%20Policy%20on%20Raising%20and%20Investigating%20Potential%20Ethics%20and%20Compliance%20Violations%20and%20Anti-Retaliation%20-%20English.pdf?Web=1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dell_legal_kb_view&sys_id=557150ee1b030c18cf22fd12dd4bc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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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모든 조사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는 
현지 법과 해당하는 Dell Technologies
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Resources :

• Ethics Helpline (web or phone)

•  Global Policy on Raising and
Investigating Potential Ethics and
Compliance Violations & Anti-retaliation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우리는 우려 사항을 
조사해 해결합니다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는 본 강령과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윤리 및 규정 준수 관

련 의심스러운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조사를 방해하거

나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윤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질문이 있으

면 즉시 제기하고 회사에서 승인한 내부 조사에 성의껏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사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는 현지 법과 해당하는 Dell Technologies의 정책 및 기준 그

리고 요구되는 근로자 대표의 컨설팅 요건에 따라 시행됩니다. 내부 조사, 감사, 회계 검토 또

는 소송이나 정부 절차와 관련한 Dell Technologies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이며, 직원들은 조사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특별한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이 정보를 조

사팀 이외의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 문제를 보고했거나 허가된 회사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Dell Technology 직원에게 행
해지는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복 행위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최고 해고까지 포함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43926/index.html
https://legal.one.dell.com/sites/Legal4Clients/EnC/Documents/Policies%20and%20Standards/Global%20Policy%20on%20Raising%20and%20Investigating%20Potential%20Ethics%20and%20Compliance%20Violations%20and%20Anti-Retaliation%20-%20English.pdf?Web=1
https://legal.one.dell.com/sites/Legal4Clients/EnC/Documents/Policies%20and%20Standards/Global%20Policy%20on%20Raising%20and%20Investigating%20Potential%20Ethics%20and%20Compliance%20Violations%20and%20Anti-Retaliation%20-%20English.pdf?Web=1
https://dell.service-now.com/legal?id=dell_legal_kb_view&sys_id=557150ee1b030c18cf22fd12dd4bc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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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치를 중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PULSE 모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Pause
잠시 멈추고(Pause) 자신
의 관점에 대해 생각하기: 

몇 분 동안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

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상

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든 아니

든 우리는 종종 압박감에 

못 이겨 문제를 빠르게 해

결하기 위해 서둘러 성급

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Use
해결책 도출을 위해 Dell
의 가치, 정책 및 법적인 

사항 활용하기(Use): 

Dell의 가치, 정책 및 법을 

활용해 해결책에 대해 생

각해 봅니다. 스스로 다음

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 해결책이 합법적입니까?

• 해결책이 당사의 정책을

준수합니까?

• 해결책이 당사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반영합니

까?

• 해결책이 당사의 직원,

주주, 고객, 파트너, 사회

와 이 세상을 존중합니

까?

Select
가장 적합한 옵션 선택하

기(Select):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경

험과 지금까지 받은 교육, 

직관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

황에 대한 명확한 관점, 

내재된 위험 그리고 일련

의 대안 해결책을 모두 고

려해 봐야 합니다.

Look
대안 해결책 살펴보기

(Look): 

여러 가지 위험들을 파악

할 수 있고 가치들이 서로 

경합하며 문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절대 

첫 번째(또는 가장 분명해 

보이는) 떠오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대안을 

고려하고 위험 부담, 적용

되는 가치(혹은 적용되지 

않는)와 이 결정이 이전 

단계에서 나온 답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Explain
결정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하기(Explain):

시간을 내서 결정에 영향

을 받게 될 주요 이해당사

자들에게 결정 사항에 관

해 설명합니다. 자신의 결

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결

정을 내릴지 더욱 심사숙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PULSE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투명성을 염두에 두어

야 합니다.

Integrity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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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옵션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Ethics@dell.com(질문 제출용 - 익명 아님)

Dell Technologies 윤리 상담 전화(전화 또는 온라인 보고 옵션): 
Dell-ethicsline.com (법에서 허용하는 한 익명)

사이버 보안 사무실(잘못된 정보 취급이 의심될 경우)
Cybersecurity@dell.com

보안 사무실
Security@dell.com

이사회의 감사 위원회 
Board_of_Directors@dell.com

Dell Technologies의 CFO 
Chief_Financial_Officer@dell.com

제품 안전과 관련한 상급 보고 라인:
Product_Safety_Escalations@dell.com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mailto:Security%40dell.com?subject=
mailto:Board_of_Directors%40Dell.com?subject=
mailto:Product_Safety_Escalations%40dell.com?subject=
mailto:Ethics%40dell.com?subject=
mailto:Security%40dell.com?subject=
mailto:Chief_financial_officer%40dell.com?subject=
mailto:Cybersecurity%40dell.com?subject=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43926/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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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포기 및 개정
Dell 강령은 Dell Technologies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강령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은 

이사회나 해당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임원진이나 이

사회 임원이 제기하는 본 강령의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 요청은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부서

로 제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행동 강령의 이 버전은 2017년 9월 이사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How We Win: Dell Technologies Code of Con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