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 공급업체의 의무
ADM은 공급업체와의 탄탄한 신뢰 관계가 성공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 강령에 기반해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DM은 공급업체를 각별히 선정하며 청렴을 향한 ADM의
노력에 뜻을 같이하도록 합니다. ADM의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다음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뇌물 수수 – ADM은 모든 유형의 부패를 일절 금지하며 공급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공급업체가
공무원 또는 모든 유형의 사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뇌물, 사례금 또는 기타 비윤리적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는 항상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뇌물 수수에 관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현지 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DM은 공급업체가 ADM을 대신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실사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계 및 재무 처리 – ADM은 공급업체가 ADM 관련 사업에 관해 정확하게 기장하고 회계 처리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ADM을 대신하여 또는 ADM이 제공한 자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불에
대해(선물, 식사, 향응 또는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ADM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회계
처리 내용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DM은 공급업체가 식품 안전 및 제품 추적성(원산지 추적)에 관한
특정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선물 및 향응 – 공급업체는 ADM 임직원에 여행, 빈번한 식사 또는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평범한 식사 및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명목 가치가 낮은 작은 선물은 허용됩니다.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프트 카드 등의 현금등가물은 금지됩니다.

 이해 상충 – ADM 임직원은 ADM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임직원의 의무에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 또는 고용 관계를 공급업체와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의 임직원이 ADM
임직원과 가족 관계일 경우(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손자 손녀, 동거인)
또는 공급업체 임직원이 ADM 임직원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관계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ADM에 알리거나 ADM 직원이 알리게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 ADM 직원 간의 우정은 필연적이며
용인되지만,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과 환경적 책임 – ADM은 공급업체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을 존중하고 직장에서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을 지원하며 모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근무 시간, 임금,
현대판 노예제도 금지 및 미성년자 노동과 강제 노동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환경에 대한 ADM의 노력에 부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 –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관계의 일환으로 획득한 ADM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계약상의 또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경우 다른 모든 기업에 관한
정보를 ADM의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안전 및 품질 – ADM은 공급업체가 합의된 사항과 제공된 사양을 충족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안전하고 적절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것을 기대합니다.

 무역 제재 – ADM은 공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무역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ADM 관련 사업에 관해 공급업체는 제재 대상 또는 제재 국가와의 거래와 연관된 일체의 행위 또는
무역 제재 조치로 인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행위를 제3자를 통해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ADM의 법률팀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잠재적 위법 행위 보고 – 공급업체는 다음 경로로 우려 사항을 ADM에 직접 문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P.O. Box 1470, Decatur, IL, USA 62525, 이메일: compliance@adm.com, 전화: +1-800-637-5843 내선 4929,
온라인: www.theadmwayhelpline.com.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