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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 Mobil Corporation1은 정기적으로 자체의 업무 관행 및 그 자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심층적으 

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들(suppliers)에 

게  ExxonMobil과의 업무  또는  ExxonMobil을 대리하는  업무에  있어  ExxonMobil이 기대하는  바의 

적절한 업무 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 

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켜져  오고  있는  저희의  윤리정책(Ethics  Policy)   또는   업무   행위의    규준  

(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과 같은 다른 정책들에서 표방하고 있듯이, 저희의 주된  목표는 저 

희의 영업활동을 저희의 최상의 규준에 따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공급자 

들도 저희와 유사한 규준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의  규준은 안전,  계약 

체결, 개인적 업무행동, 관련 법규와 적절한 내부통제의 준수 그리고 모든  거래의 적절한 기록 및 

보고 등을 포괄합니다. 

 

 
 

ExxonMobil 공급자  요청 사 항 (ExxonMobil Supplier Expectations)에 명시되어 있듯이, ExxonMobil과  

그 공급자들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회계거래의 정산업무,  보고업무 및 청구 등의  업무 

는  양  당사자  사이의  영업적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근원적인  요청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는 미국 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적용되는  부패방지법률 또 

는 반독점 및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의 어떠한 개인 

도 귀하의 조직에 저희를 대신하여 부패방지법률 또는 반독점 및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 또는 ExxonMobil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 

다. ExxonMobil의 어떠한 직원 또는 공급자도 정부기관이나 상업적 법인체의 피용인, 공무원, 대리 
 

 
1   Corporate Separateness Notice 

 

Exxon Mobil Corporation에는 많은 자회사가 있으며, 대부분 ExxonMobil, Exxon, Esso  또는 Mobil  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상  단순히  “ExxonMob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Exxon  Mobil 

Corporation의 회사집단 또는 특정 자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단어는 편의성 

과 단순성에 기초한 것이며 보고체계의 관련성,  법인격,  법인격 사이에서의 관련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 

니다. 

 

여기에서의  어떠한  자료도  해당  국가의  법인체의  회사별  분립성에  우선할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논의 

된 업무관련성은 반드시 보고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기능적 지도,  관리(stewardship)  또는 서비스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https://corporate.exxonmobil.com/~/media/Global/Files/who-we-are/Standards-of-Business-Conduct_apr.pdf
https://corporate.exxonmobil.com/~/media/Global/Files/who-we-are/Standards-of-Business-Conduct_apr.pdf
https://corporate.exxonmobil.com/en/community/sustainability-report/local-development-supply-chain-management/supplier-vendor-and-contractor-expectations


 

인 및 중개기관, 또는 ExxonMobil을 위한 행위의 수행 또는 그 영업행위의 수행을 담당한 개인에 

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한 금전의 지급을 포함하여 여하한 부적절한 금전의 지급을 할 권한 

이 없습니다. 

 

 
 

저희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규준은 선물과 여흥의 제공과 수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ExxonMobil 

과 상대방으로서 영업을 수행하거나 ExxonMobil을 대신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여흥과  관련된  규정들은 부적절한 

이득을 만들어 낼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거 나 거래를 

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선물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호화스럽거나 빈번한  여흥을  대접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3 자에게 어떠한 

선물도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논리로 귀하 역 시  ExxonMobil을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때,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는 적절한 선물이나  여흥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귀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업적 거래 또는 정 부기관의 공무원들과의 

거래와 관련된 귀하의 업무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부패방지법률 또는 ExxonMobil의 요청사항들을  

충분히  준수할  있도록  담보하는  정책과  절차  그리고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xonMobil은 그 종업원,  수급인들의 종업원 및 ExxonMobil의 건물,  부지 또는 시설 등에 접근하 

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전,   건강   및   생산적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헌신하여   왔습니다. 

ExxonMobil은 귀하가 합의서에 규정된 요건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음주와 약물 프 

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실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급인 프로그램(Contractor’s program)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수급인 소속의 피용인(Contractor Personnel)이 회사의 부지(Company Premises)에서 금지물질 

(Prohibited Substance)의 사용, 보유, 판매, 제조, 분배, 은폐 및 배송하는 행위의 금지(비번인 시 

간을 포함). 여기에서 금지물질에는 주류,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거나 처방이나 복약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약물(예를 들어,  의사 

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 또는 생약제재 등) 

 

2)   (1)  실험용,  포장용,  저장용,  주입용,  섭취용,  흡입용 기타 금지물질을 인체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고안된 약물 또는 주류 관련 용품의 금지, (2) 음주나 약물검사 시료를 희석시키거 

나 이를 대체하거나 다른 것과 섞거나 기타 음주 또는 약물검사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 

되거나 고안된 용품이나 물질의 금지 

 

3)   수급인 프로그램 또는 음주  또는 약물관련 부속약관에서 규정된 요건들의 제반  규정들을 준 

수하지 않은 수급인 소속의 피용인의 회사 업무(Company Work)에서의 배제



 

4)   음주 및 약물과 관련된 제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 
 
 
 

ExxonMobil과 귀하와의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Alcohol and Drug Exhibit)에 특정된 (특정된 경 

우)  음주 및 약물검사 패널(panel)과 관련하여 (screening  및 cutoff level의 확인을 포함함)  다음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이 미국 교통부(US DOT)의 기준의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음주 

및 약물 테스트를 요구하도록 체결된 계약의 경우, 귀하는 1) US DOT drug panel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panel을 사용하거나, 2) US DOT panel의 기준을 초과하는 panel을 사용하거나 또 

는 3) ExxonMobil drug panel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위 3가지 panel 중 어느 것이라도 해 

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먼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B)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이 ExxonMobil panel의 기준의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음주 및 

약물 테스트를 요구하도록 체결된 계약의 경우, 귀하는 1) ExxonMobil panel을 사용하거나, 

2) ExxonMobil panel의 기준을 초과하는 panel (screening 및 cutoff level의 확인을 포함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위 2가지 panel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먼 

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정보는 현재 체결된 계약상의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이외의 부가적인 계 

약상의 의무를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의 의미는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 약관에서 

정의된 의미 그대로입니다. 

 

 
 

귀하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조직된 회사 등인 경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imperative) 준수하여 

야  합니다.  즉,  전세계  ExxonMobil  자회사에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국민이 

거래할 수 없는 법인체, 조직, 개인 또는 선박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ExxonMobil에게 미국 국민 

이 거래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포괄적인 제재대 

상 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유출된(extracted)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미국의 포괄적인 제 

재 대상 국가들 및 영역은 크림 반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입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재무 

성의 특별제재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SDN”)의 외국재산통제목록 

(Foreign Assets Control’s List)에 등재된 개인이나 법인체 또는 선박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또는  수개의  SDN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독자적  또는  합쳐서 

50 %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나 선박이 포함되며 또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해 

서는  제한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관련  적용되는 제재항목과 수출통제규정 

및 EU와 다른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재항목과 수출통제규정을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고  전세계  ExxonMobil  자회사에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여하한  제재대상



 

국가 등과 거래하지 않을 것과 미국 국민이 거래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ExxonMobil에게 제 

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인체, 조직,  개인 또는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되 

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xonMobil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점증하는 정교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관련 법규 

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ExxonMobil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ExxonMobil은 귀하가 정보보호(전자정보 및  출력정보)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새롭게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귀하가  통제가능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귀하는 전문적인 지도와 최선의 실례 

에 기초하여 적절한 데이터 보호장치와 사이버보안 장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ExxonMobil과 관련된 유해한 정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러한 상황을 저희에게 통 

보해  주어야  합니다. ExxonMobil이라고 칭하는  이메일이  실제로  저희  회사로부터 발송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귀하는  ExxonMobil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정기적으로 귀 

하의  소속  직원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교육에 

는 “피싱(phishing)” 공격이나 그 밖에 첨부물을 포함한 이메일 또는 잠재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위협하는 링크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는 교육이 포 

함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점점 더 데이터 보호관련 법률 또는 사생활 관련 데이터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는 방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사용목적에 대하여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전송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되 

는 방식에 대한 특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은 그  직원,  수급인,  대리점,  고객 및  그  밖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가 아직 이러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ExxonMobil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 것과 귀하가 관련 데이터 보호관련 법률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는 통제장치와 통제 도구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귀하가 불법적인 정보 브로커링(Illegal Information Brokering)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  브로커링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절차를



 

타락시켜  사업을  따  내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비밀정보를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이므로 저희는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ExxonMobil의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귀하를 위하여 일하고 있 

는 하수급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계관련 데이터들은 완결된  형태로  정확히  기록될  것과  ExxonMobil에게 청구 

되는 모든 청구서들은 가격과 지급조건 기타 ExxonMobil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규정을 정확히 반 

영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저희는 계약과 기타의 보상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하가 이러한 규준에 맞지 않는 사례를 알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관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 

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규준에 대한 최선의  지식과 이해를 위하여,  저희는 귀하가  본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또는 저 

희  자회사와 업무 연락을  가지고 있는 귀하 조직  내부의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규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기타 관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지역2을 위한 Controls Adviso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gion — Country Controls advisor Email address Telephone #  

Americas — All Fernanda Castellini fernanda.castellini@exxonmobil.com +5491130696485 

Europe — All Adham Abaza adham.abaza@ exxonmobil.com +420221459499 

Africa — All Akan Ibekwe akaninyene.s.ibekwe@exxonmobil.com +23412801100; ext 26666 

AP — Malaysia Nurul Hana Abdul Rahman nurulhana.abdulrahman@exxonmobil.com +60348152280 

AP — Australia / PNG  Panunee Piriyawong panunee.piriyawong@exxonmobil.com +6624075500 

AP — Indonesia Dimas Kusumohapsoro dimas.i.kusumohapsoro@exxonmobil.com +62215740707; ext 12279 

AP — Sakhalin Kirill Prokudin kirill.v.prokudin@exxonmobil.com +74242677422 

AP — Thailand Sasithorn Pruegsachaiyaporn sasithorn.pruegsachaiyaporn@exxonmobil.com  +6621638451 

AP — Rest of AP Itthi Panthurungkhanon itthi.panthurungkhanon@exxonmobil.com +6624078951 

AP — India Priti Gupta  priti.gupta@exxonmobil.com   +918071085525 
 

 
 
 
 
 
 
 
 
 

2   다른 방법으로,  귀하는 ExxonMobil Corporate “hot line” 1.800.963.9966 (미국내) 또는 001.972.444.1990(미국 이외 지역 collect 

call)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mailto:sasithorn.pruegsachaiyaporn@exxonmob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