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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odesto facility produces specialized PCR tapes that 
use a proprietary 3M adhesive covering.  These PCR lami-
nates cover lab samples in genetic sequencing incubators. 
Our customer for this product is one of two main laboratory 
equipment providers working with the US government to 
create reliable Covid-19 testing in the US. PCR plate sealing 
offers high-temperature stability, biocompatibility and low 
permeability to protect samples during cycling and cold 
storage.  

In Pennsylvania, our team has many years of experience de-
veloping solutions that help minimize healthcare-acquired 
infections. They also integrate heat pipes, vapor chambers 
and liquid cold plates used to cool DNA analysis applica-
tions that require sets of DNA/RNA samples to be amplified 
to ensure accurate results.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thermal cycling, where the samples are rapidly heated 
to 95° C, then rapidly cooled down. Our solutions enable 
faster response times, more accurate results, and longer 
service life.

Boyd’s engineering design centers are evaluating projects 
like cooling sensors used in portable ultrasound devices to 

detect pneumonia or for early fever detection. 

Another indirect way that Boyd contributes to helping 
global societies through this time is by providing tech-
nology that enables communication. All the solutions 
we provide to enterprise electronics applications like 
data centers, internet distribution, and network con-
nectivity equipment help power connectivity during 
social distancing. These applications have become more 
critical with many people working from home. 

Boyd’s global teams are providing solutions today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global communities.  We continue to look for new and 
different ways to help.

Each of us from manufacturing to engineering to ad-
ministration and sales is contributing to Boyd’s ability  
to support critical healthcare needs during this time.  
We are all playing our part to help.

Companies have a unique role to play during this time. We are all being called on  
to quickly adapt and help support healthcare providers.

We need to continue to serve our 
customers who are developing the 
applications needed to keep the 
world healthy and running.



우리는 각자의 행동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Boyd

의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직과 성실성, 포용 

및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간에, 사업 

파트너 및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습니다. 

Boyd의 사장 겸 CEO로서, 이러한 가치는 우리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본 업무 행동 강령은 귀하가 회사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귀하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우리의 많은 내부 전문가를 통해 지침을 

구하십시오.

저는 귀하가 본 강령에 관한 우려 사항이 있거나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리더에게 알리거나 Boyd 

익명 핫라인으로 즉시 전화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보고 내용을 심각하게 다룰 것이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귀하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의 팀이 목소리를 높이고, Boyd의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본 강령에 따라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Boyd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귀하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ug Britt

Doug Britt의 메시지
Boyd Corporation 사장 겸 CEO



소개 

1   “Boyd”는 LTI Holdings, Inc. 및 그 자회사와 
계열사를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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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업의 성공은 우리가 

우리의 직원, 고객, 공급업체, 

대리점 및 주주의 신뢰를 

얻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윤리적 

결정에 직면합니다. Boyd 

Corporation1은 기대치를 

설명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투명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본 행동 강령(이하 

“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Boyd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Boyd의 

근무지입니다.

우리는 본 강령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본 강령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통찰력,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기대치 및 질문 및 우려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책임
직원, 이사, 계약자, 인턴 및 제3자 대리인(통칭하여,  

“직원”)을 포함하여 Boyd와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본 강령 및 모든 Boyd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강령을 읽고 

숙지한 후, 귀하가 본 강령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질문하십시오.

관리자 책임
우리는 윤리 및 법률에 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의 직원과 기타 제3자가 편안하게 이를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Boyd의 관리자로서, 귀하는 다음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n	 	귀하가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할 것임을 귀하의 

팀원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n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n	 	윤리 관련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즉시 해결합니다.

교육
이 강령에 포함된 정보는 회사의 도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직원들이 

본 강령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행 및 수정
본 강령, 모든 Boyd 정책 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해고 및 Boyd와 관계 종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yd는 언제든지 본 강령을 수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강령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구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고용 관계와 상충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핵심 가치이므로 Boyd는 이러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및 차별로부터 보호 
Boyd는 회사와 관계된 누구든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배경, 연령, 종교, 국적 또는 

혈통, 민족적 배경,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임신, 결혼 여부, 군복무 여부, 시민권, 유전 

정보 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따른 괴롭힘 또는 차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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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괴롭힘 또는 차별은 다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n	 	언행 – 특정 비방, 농담, 장난, 욕설, 경멸적인 

발언
n	 	신체적 행동 – 불쾌한 제스처, 활동을 방해하는 

움직임
n	 	서면 형태의 괴롭힘 – 특정 메모, 시, 포스터, 

편지, 만화, 그림, 또는 기타 시각적이거나 

신체적 표현
n	 	모든 종류의 스토킹 또는 괴롭힘.

n	 	개인의 능력 및 자격을 제외한 기준에 따른 
사업 결정 – 채용 및 승진.

괴롭힘 및 차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Boyd는 모든 
보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동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고, Boyd

와 해당 개인 모두 법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은 직장 
내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Boyd 의 정책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포용 및 다양성 
우리는 우리의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파트너 간의 포용을 

장려하고 다양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이 더 탄탄한 조직을 

만든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배경, 경험 및 

관점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미래의 성장 및 

성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순위이며, 모든 직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 

직원들은 안전 및 보건 수칙, 관행을 준수하고, 사고, 

부상, 및 안전하지 않은 장비, 관행, 또는 여건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마약, 알코올, 무기 및 폭력 없는 

직장입니다. 우리는 폭력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지 않으며, 적절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폭력 행위 및 위협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직원이 경계를 유지하고 건강, 안전,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즉시 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Boyd에 대한 존중
우리는 Boyd의 모든 직원들이 Boyd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회사의 지위를 
보호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진지하게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시장에서 Boyd의 지위나 명성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독점 정보 및 지적 재산 보호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비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Boyd

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회사의 성공 및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밀 및 독점 정보에는 내부 사업 정보, 계획, 

재무 성과, 연구 및 개발 노력, 경쟁 정보, 제품 

디자인, 제조 공정, 신제품 개발, 가격 정보, 고객 

및 공급업체 연락처 또는 목록,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업무상 

사유 및 적절한 승인, 보호 조치 없이 Boyd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3자의 기밀 정보와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가 

경쟁사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Boyd의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사업 행동 강령



잠재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모든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서 Boyd와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 고용된 경우 

n	 	귀하가 직접 가족 구성원을 감독하는 경우
n	 	귀하가 경쟁사, 고객, 공급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n	 	귀하가 귀하의 직무 범위 내에서 Boyd 거래에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n	 	귀하가 Boyd 경쟁사와 자영업 계약을 맺은 

경우
n	 	귀하가 Boyd 직원, 직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에 일감을 주는 

경우
n	 	귀하가 귀하의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개인의 

이익과 Boyd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도덕성, 정직 및 공정한 거래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합니다. 이해 

상충은 우리의 개인적 관계와 재정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직무상 책임과 일치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귀하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Boyd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해 상충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귀하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관리자, 인사 부서 또는 Boyd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연락하여 추가 

지침을 받으십시오.

이해 상충 방지



정확한 기록 보관
정확한 비즈니스 및 재무 기록 준비 및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업 결정을 내리고 성공을 평가하며, 고객과 다른 사업 

파트너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회사 기록, 자금 및 자산은 Boyd의 일반 장부와 기록에 

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작성되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사업 기록과 관련된 다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n	 	귀하는 감사를 행할 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n	 	귀하는 다른 사람이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도록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n	 	귀하는 제품이나 자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테스트 또는 인증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n	 	불법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n	 	귀하는 자금의 지출 또는 수령을 뒷받침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n	 	귀하는 미공개 또는 미신고 계좌, 자금 또는 자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n	 	귀하는 연결분개, 경비 보고서, 생산 및 재고 수량, 시간 
기록표, 품질 보고서, 판매 기록, 출근 기록 및 공급업체 
문서를 포함하는, 증빙 문서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n	 	귀하는 해당 문서 보존 정책에 따라 정보(예: 이메일, 전자 
파일, 종이 문서, 시장 조사, 재무 자료 등)를 보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직원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발견하거나 Boyd

의 장부 또는 기록에 그러한 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즉시 최고 재무 책임자 또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사업 행동 강령

출장 및 경비
우리는 귀하가 Boyd를 

대신하여 출장을 가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경비 및 행동은 Boyd의 글로벌 

출장 및 경비 정책에 부합해야 

합니다.

회사 자원 및 네트워크 
보안 사용
귀하가 귀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Boyd는 귀하에게 시간, 

자재 및 장비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회사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원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귀하의 직무 책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우리의 네트워크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귀하의 

노트북과 같이, 회사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자산이 

분실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정보 

기술팀에 신고하십시오.



공정 경쟁에 참여
우리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경쟁에 

전념합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n 우리는 독립적으로 가격 및 마케팅 관련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경쟁사, 고객, 벤더 또는 제3자와 

불법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입찰 또는 가격을 공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n 우리는 경쟁사와 담합하여 입찰을 조작하거나, 고객 

또는 시장을 할당하거나, 공급업체 또는 고객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n 우리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사업 거래를 체결 

또는 경쟁사에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쟁사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n 우리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예: 가격, 비용, 시장 배분 

등)를 경쟁사와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n 우리는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서만 경쟁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관행을 통해 

경쟁 관련 정보를 획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n 직원들은 이전 회사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로 

가져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 대한 존중
Boyd의 평판은 품질, 서비스, 및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 
및 경쟁사와 교류하는 방식은 우리의 평판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Boyd의 경쟁사 및 그들의 직원들, 기타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밀 
정보의 조작, 은폐, 남용, 중요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기타 불공정 사업 
관행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부 공무원
사업을 획득, 수주 또는 수행할 목적으로, 또는 기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사례금, 개인적인 리베이트, 

또는 금전, 재산이나 서비스를 지급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귀하는 귀하가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Boyd

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식사, 향응, 또는 기타 사업상 호의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뇌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를 원하므로, 항상 사업상 

호의를 드물게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귀하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사업 관례상 향응, 접대, 또는 선물을 받거나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Boyd는 실제 또는 잠재적 고객이나 기타 

사업 파트너에게 합리적인 여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출 내역이 Boyd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시연 또는 

설명이나 해당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Boyd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Boyd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지급:  선물 및 향응
Boyd와 회사를 대표하여 직원들이 취한 조치는 Boyd가 위치한 모든 국가의 뇌물방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Boyd는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만 경쟁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뇌물이나 부적절한 지급을 제공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정부 공무원”에는 (i) 정부, 국영 기업 또는 공기업 
또는 국제 기구(예: UN 및 세계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 (ii) 정당, 정당의 임원 및 공직 후보자, 모든 
직급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또는 정부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기관에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 (iii)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공기업의 공무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사업 행동 강령

정부 공무원2 
선물, 향응, 또는 기타 사업상 

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 

상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뇌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부 

공무원에게 또는 정부 공무원을 

위해 현금 지급, 대출, 금전제공, 

정치 기부금 또는 자선 기부금을 

주거나, 공무원의 친인척에게 

유급 또는 무급 일자리 또는 

인턴십 제공하거나, 서비스, 선물,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사업상 혜택의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간접적 또는 

제3자 중개인을 통한 지급도 또한 

금지됩니다.

귀하가 상기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귀하의 관리자, 인사 부서 또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지침을 구하십시오.

향응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이를 받기 전에 귀하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n	 	이 상황에서 허용되는 행위인가?

n	 	그것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지원하는가?

n	 	금액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며, 관례상 적정한 

수준인가?

n	 	사업 결정 또는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가?

n	 	신문 1면에 실렸을 때 귀하 또는 Boyd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가?



대리인, 유통업체, 컨설턴트, 및 기타 제3자의 이용
Boyd는 때때로 대리인, 유통업체, 컨설턴트, 

협력업체 또는 기타 제3자(본 강령에서 “대리인”
으로 칭함)를 포함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임합니다. 모든 대리인은 본 강령을 

포함한, Boyd 기준 및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귀하는 대리인과 모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이 정부 공무원과 개인적 

또는 업무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 

클라이언트로부터 평판 체크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리인과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고 사업 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우리는 우리의 직원, 이사, 사업 

파트너 및 기타 로부터 개인 정보를 

위탁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 Boyd 정책 

및 해당 계약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절대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수집, 이용, 도는 공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귀하의 해당 

현지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데이터 보호 대리인(유럽), 인사 부서 

또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법에 대한 존중
Boyd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귀하는 지침을 요청하고 귀하가 
Boyd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현지 법률, 기준 및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이 본 강령 또는 어떠한 Boyd 정책과 상충하거나, 귀하가 법률 또는 
Boyd 정책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귀하는 인사 부서 
또는 법무 및 컴플라이어스 부서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 행동 강령

본 강령은 미국 노동관계법에 따라 직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포함하여, 귀하의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화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제 거래 
모든 정부는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어느 

정도 제한합니다. 우리는 모든 무역법, 금수조치 및 

경제 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우리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달리 허가되지 않는 한, 미국 제재 대상자
(미국 재무부, 미국 상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서 수입한 부품이나 자재가 

포함된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 및 기술 공유에 관한 엄격한 거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간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 또는 

기타 기술의 이전 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여기에는 

미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계약을 지원하는 우리의 

시설에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관리자 또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인권 및 공정한 노동 관행
Boyd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파트너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인신매매, 노예 제도, 노예 신분, 강제 및 구속 노동 또는 

아동 노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이민, 근무 

시간, 임금 및 시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되는 인권, 

노동, 고용 법률,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Boyd는 그러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내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시스템 및 

통제 수단을 실행 및 시행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Boyd는 인권 침해 및 공정한 노동 관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법 당국에 신고 및 최대 

해고와 사업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존중
Boy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업과 우리가 
소재하는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우리는 도덕성, 안전성,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직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며, 
관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업 행동 강령



환경 및 지속 가능성 
Boyd는 제품 내용 및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이용, 배출, 저장,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습관화하도록 장려합니다.

Boyd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환경 제어 

장비가 제대로 모니터링 및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또는 법무 및 준법 

부서에 즉시 알립니다.

자선 및 정치 기부금
Boyd는 기업의 사명에 부합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Boyd는 자선단체가 합법적이고 

준거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부금을 제공하기 

전에 엄격한 승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특혜의 대가로 제공되는 

기부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직원 중 누구도 Boyd를 대신하여 정치 

또는 자선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개인적인 기부를 할 수 있지만, 

Boyd는 그러한 기여에 대한 상환은 

금지합니다.



질문 및 신고
귀하가 본 강령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귀하가 생각하기에 본 

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n 귀하의직속 상사 또는 관리자
n 인사 부서
n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
n 회사 사장 겸 CEO

n 기타 모든 Boyd 리더

이외에도, 귀하는 본 강령, Boyd 정책 또는 법률을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

자 윤리 핫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선택한 언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n	 	국제 직통 및 미국:  
+1 (844) 990-0400

n	 	현지 국가 전화 번호:  
www.lighthouse-services.com/boydcorp에서 귀하 

국가의 현지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찾으십시오.

n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www.lighthouse-services.com/boydcorp으로 

이동하십시오.

Boyd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장려하며,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정한 윤리 및 법률, 건강 및 안전성, 또는 

기타 우려 사항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복은 개인이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귀하가 보복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그 행동을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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