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처 행동강령 
 

Fabrinet 은 본사의 직원과 공급처가 Fabrinet 의 행동강령을 준수할것을 지시하며, 이 점은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공사 관계의 사이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점으로, 실질적이거나 

분명한  당사자간의 이득에 관련한 갈등을 포함 

2.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와 회사를 통한 다른 공적인 의사교류 내용을 

보관한 것으로 모든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고, 이해할수있게 

작성된 리포트와 문서 

3. 모든 해당 정부 법률, 규칙 및 규정 준수 

4. 적절한 사람 또는 행동강령에 의해 확인된 사람에게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내부 보고 

5. 강령 준수에 대한 책임 

행동 강령에 대한 복사본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investor.fabrinet.com/governance  

 

행동 강령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으로, 본사는 공급처에게 이 전의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행동강령에 해당되는 책임감 있는 사업체 연합(“ RBA” )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것을 촉구합니다. 

RBA 행동강령은 전자 산업 공급 체인에서의 사회, 환경,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준으로 

노동에 대한 감독실시, 건강과 안전, 환경과 도덕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BA 

행동강령 최신버전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사회적 책임과 업무 실시와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인권 존중을 위한 부분적인 책무로서 

Fabrinet 은 광물에 대한 분쟁과 포맷 보고를 위해 RBA 정책을 도입 하였습니다. 이 점을 통해 

본사는 공급처도 이를 따를것을 기대하며,  본사 또한 본사에 공급된 자재나 물품이 분쟁 요소가 

없는 점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줄것을 기대하며 도리어 이 점은 본사의 고객에게 확신을 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광물 원산지 분쟁 정책에 대한 복사본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fabrinet.com/services/supply-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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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abrinet 과 함께 또는 Fabrinet 을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공급 업체는 Fabrinet 

행동 강령, RBA 행동 강령 및 Fabrinet 광물 원산지 분쟁 정책을 준수 해야 합니다. 

Fabrinet 의 직원 또는 공급처에서 행동강령이나 정책 또는 윤리적 문제나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핫라인 보고처인 The NAVEX  으로 

연락을 하실수 있습니다. The NAVEX 는 독립적인 보고 시스템으로 영어, 태국어, 중국어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된 보고를 받기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4 시간 매일 운영이 되며 

인터넷 웹사이트 https://iwf.tnwgrc.com/fabrinet  방문을 통해 규율 준수 핫라인 보고처 또는 웹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율 준수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Fabrinet 은 최고 수준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지하기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행동 

강령을 검토 한 후 아래의 승인에 서명 하신 후, Fabrinet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사로 하여금 귀하가 행동 강령을 읽고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점을 통보하며, 이는 Fabrinet 의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eamus Grady 

최고경영자(CEO), Fabrinet 

 
 

Toh-Seng Ng 

최고 규율 책임자(CCO), Fabrinet 

 

 

***  ***  *** 

아래의 승인에 서명을 한후 서명이 된 문서 복사본을 Fabrinet 대리인에게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인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인지합니다. 

https://iwf.tnwgrc.com/fab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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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RBA 행동 강령 및 Fabrinet 광물 원산지 분쟁 정책뿐만 아니라 Fabrinet 의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 할 것임을 이해하고 동의함. 

2. 귀하는 이러한 행동강령과 정책을 지키지 못할경우 Fabrinet 에 자격이 부여된 

공급처로서의 계약이 만료가 될수있음. 

 

 
 

회사/공급처 이름 

서명 

이름 

날짜 

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