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na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제재 및 통상 금지령에 관한 정책

제재 및 통상 금지령에 관한 정책
Magna 는 자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경제 제재법 및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정책은 Magna International Inc.,
모든 운영 그룹 , 사업부 , 합작 투자사 및 기타 국제 운영 기업 (“Magna” 로 통칭 )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본 정책은 직원 , 책임자 , 이사 , 컨설턴트 및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Magna 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

귀하는 아래와 같은 대상과 사업 진행 시 제약 사항에 관한 것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 및
규정(“제재법”으로 통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재 대상 국가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정치 단위(“제재 대상 국가”로 통칭)

•

제재 대상 국가에 거주하거나 국내외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기업 또는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
및 대리인(“제재 대상 인물”로 통칭)

제재 또는 통상 금지령이란 무엇입니까?
제재 및 통상 금지령은 특정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 기관(예: 국제연합)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수단입니다. 제재 및 통상 금지령은 제재를 시행하는 정부가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이
속한 정부가 국제 평화, 안보 또는 인권에 해가 되는 정책이나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하는 수단입니다.

제재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재법에서는 관련 제재 대상 국가 및 제재 대상 인물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돈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제재법에서는 다음 항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제재 대상 국가의 인물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정보를 판매하거나 해당 인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

•

제재 대상 인물의 위치를 불문하고 해당 인물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정보를 판매하거나 해당
인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

•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을 통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인물을 대상으로 돈을 전송하는
행위 및 제재 대상 인물(예: 제제 대상 은행)로부터 돈을 전송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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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정보가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에게 흘러갈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비제재 대상 국가의 비제재 대상 인물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어떻게 하면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제재나 통상 금지령이 가해지는 국가, 인물 또는 기업은 테러, 인권 문제, 불법 수출, 핵 확산 및
기타 범죄 행위 등의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갖습니다. Magna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국가 및
지역(캐나다,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와 제재 대상 인물 리스트를 작성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_relationsrelations_internationales/sanctions/current-actuelles.aspx?lang=eng
미국: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aspx

유럽연합: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8442/Consolidated%20list%20of%20sanctions
국제연합: https://www.un.org/securitycouncil/content/un-sc-consolidated-list#composition%20list

정책
Magna는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과 사업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인물과 기존에 거래가 진행되었던 정황이나 앞으로 진행될 정황을 포착하는 경우 그룹, 지역 또는
Magna 사내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상사, 지역별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문의하거나 Magna
핫라인으로 우려 사항을 보고하셔도 됩니다.

제재 대상 국가
귀하는 Magna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제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Magna의 정책은 현지 법률에 따라 어떤 규정 준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글로벌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제재법을 준수합니다.
제재법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상이하며 자주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Magna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제재법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그룹, 지역 또는 Magna 사내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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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Magna는 규정 준수 위반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도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며 고용 종료를
포함하는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Magna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룹, 지역 또는 사내 변호사에게 알림으로써 우려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i) 귀하의 관리자,
(ii) 지역별 규정 준수 책임자, (iii) 윤리 및 최고 규정 준수 담당자 또는 (iv) Magna 핫라인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복 금지 정책에 따라 Magna는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또는 본 정책에 대한 위반 행위를 선의로 보고하는
직원을 처벌, 해고, 좌천, 정직, 차별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그룹, 지역 또는 사내 변호사, 지역별 규정 준수 책임자 또는 윤리
담당 부사장 및 최고 규제 준수 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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