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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서의 우수성을 위한 문화 

CEO가 전하는 말

Celgene은 정직, 청렴, 책임이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 최고 수준을 
고수하도록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Celgene 가치의 
근간이자 당사 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의  
토대입니다   

귀하와 당사의 행동 강령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령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Celgene의 노력에 대한 

요약입니다  강령은 Celgene의 문화, 비전, 사명 및 가치에 대한 근간이자 당사가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근간인 원칙들을 강화합니다  본 강령을 철저하게 그리고 곰곰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본 강령은 여러분이 이미 숙지하고 계실 우리 기업 정책의 핵심 요소들을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들과 함께 본 강령을 참조하면 쟁점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당사에는 귀하의 성공을 돕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영 확신이 서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귀하의 매니저, 인사관리
(Human Resources) 담당자, 글로벌 준법감시(Global Compliance) 또는 법무(Legal) 부서에 연락해 봐도 
좋습니다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설정하고, 전세계에 있는 주주들이 매일 당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Celgene은 전세계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Mark Alles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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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령은 당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엄수하고자 하는 Celgene의 확고한 의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환자, 고객, 제휴업체, 
주주, 정부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본 강령을 행동 
가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령은 Celgene 전 직원은 물론, 디렉터, 
계약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등의 비직원 그룹을 
포함하여 현지법의 허용 범위에 따라 Celgene을 
대리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Celgene은 당사가 활동하는 
모든 지역의 현지 법규를 준수합니다. 현지 
준거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Celgene(및 관련 직원)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강령에 제시된 행동 기준이 
현지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본 강령에 명시된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본 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현지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본인 또는 Celgene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Legal 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령에서는 특정 쟁점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보다 구체적인 회사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강령 역시 중요한 
참고처이나 다른 준법 관련 참고처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쟁점 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적절한 회사 참고처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참고처로는 
쟁점 상황에 따라 직속 관리자, 해당 Human 
Resources 담당자, Global Compliance Group 또는 
Legal 부서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문의하십시오!

본 강령은 계속 변화하는 업무 및 규정 환경에 
대처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되므로 항상 개정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본 강령을 수령해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할 모든 직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디렉터, 계약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등) 현지법의 허용 범위에 따라 
Celgene을 대리해 활동하는 비직원 그룹과 기타 
관계자들에게도 본 강령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소개 – 청렴성에 대한 의지

본 행동 강령은 고용  
계약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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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기업 정책 및/또는 본 강령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 발생할 경우,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을 포함하여 
본 강령에 나와 있는 채널을 통해 이를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강령은 물론, 모든 갱신 사항을 읽고 이해할 
책임

•  본 강령의 정신과 그에 따른 원칙을 모두 준수할 
책임 

•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직속 관리자, Human Resources 담당자,  
Global Compliance Group 또는 Legal 부서에 
문의할 책임

•  본 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보고된 경우 모든 
내부 조사에 협조할 책임

•  다른 직원들을 비롯하여 계약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등 당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비직원들을 존중으로 대우할 책임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부하 직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진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  말과 행동을 통해 본 강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

•  준법 관련 필수 교육의 수료를 장려하고 
정기적으로 본 강령과 더불어 다른 Celgene 
정책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  법률 위반 사안이나 성격과 범위 면에서 심각한 
비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Legal 
부서에 보고할 것

•  부하 직원들이 (직속 여부에 관계없이) 신념에 
따라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게 할 것

우리의 책임



Celgene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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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는 내부적으로든 또는 환자와 공급업체, 
고객 등 외부적으로든 당사에 위임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를 
금합니다. 덧붙여, Celgene의 사유 재산이든 다른 
회사 또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든 기밀이거나 
민감한 기업 정보가 책임을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Celgene 내부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elgene 외부인이 Celgene 관련 정보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Celgene 공식 대변인만이 Celgene 외부인과 
Celgene 내부 문제를 논하거나 정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Celgene과 관련된 언론, 
시장 전문가(증권 분석가, 기관 투자가,  
투자 고문, 중개인, 딜러 등) 및 주주의 문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문의를 
받게 되면 언급을 거부하고 문의자를 Celgene의 
Corporate Affairs 부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하게 
된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의 민감한 성격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독점적이거나 기밀의 자료 및 
정보는 Celgene 측에 공개, 논의되거나 이전될 수 
없습니다. 

Celgene의 방침:

•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공공 장소(공항 터미널, 
기차역, 호텔 로비 등)에서는 Celgene의 기밀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개와 비밀유지

Q:  시장 설문 조사에 응하였는데 Celgene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해 달라는 요청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정한 곳으로 기부해 준다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설문 조사에 응해도 될까요?

A:  Celgene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이러한 종류의 비공식 이메일 요청(또는 전화)은 Celgene에 대한 
시장 정보를 알아내려는 부적절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이메일 요청은 당사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악성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응하기 전에 General Disclosures에 나와 있는 지침을 검토하고 적절한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Q&A: 

참고 자료: 
•  General Disclosures
•  Social Media Policy
•  Securities Trading Policy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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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때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충돌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선물 및 향응, 업무 외 
활동, 투자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주거나 받을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하나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환자, 동료 직원, 공급업체 및 기타 
제휴업체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elgene에 합류할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직속 
관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제휴업체와 업무 관계로 교류하면서 선물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기 전에 이것이 합법적이며 
소정의 표시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  문제의 선물이나 상황이 공공에 공개될 경우
Celgene에 누를 끼치지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이해의 충돌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항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항상 사전에 Legal 부서나 
Global Compliance Group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의 충돌 

Q:  퇴근 후나 주말에 다른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도 이해의 충돌 상황입니까? 

A:  그럴 수 있습니다. 경쟁사를 위해 일하거나 Celgene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해의 충돌 상황이 
됩니다. 업무 외 활동이 업무 성과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이해의 충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활동에 대해서는 직속 관리자에게 공개하고 이해의 충돌 
정책(Conflicts of Interest Policy)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적절한 서면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Q:  이미 이용하고 있는 조달업체에서 나의 컨퍼런스 등록비를 비롯하여 출장, 호텔, 식사 경비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이해의 충돌일까요?

A:  해당 조달업체와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 역시 충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의 출장 및 
호텔 경비 지불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직속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해당 
조달업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출장 경비를 지불하게 되면 향후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 문제의 제안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Q&A: 

참고 자료: 

•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  Hospitality and Gifts to Healthcare Professionals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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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Celgene이 제공하는 
자산과 자원을 이용합니다. 컴퓨터, 전화, 장비 및 
사무용품은 모두 업무를 수행하고 Celgene의 시장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회사 자산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 
규칙입니다. 컴퓨터와 의사소통 수단은 Celgene 
정책을 위반하거나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나라에서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Celgene은 언제든 모든 
Celgene 자산을 점검, 모니터 및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elgene IT 자원을 이용할 때는 IT의 허용 
가능한 이용 및 IT 보안 정책(IT Acceptable Use 
and IT Security Policy)에 따릅니다. 

Celgene의 방침:

Celgene 자산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십시오. 예:

•  부서의 복사기를 이용해 개인의 청구서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나 학교 행사에 쓸 
전단지를 다량으로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간단한 사적인 통화는 괜찮지만 사적인 용도로 
국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업 자산 및 의사소통 수단의 이용

Q: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A:  그렇습니다.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상시적이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Q&A: 

참고 자료: 
•  IT Acceptable Use Policy

•  IT Security Policy

 Celgene 자산을 이용해 업무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부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기업... 
Celgen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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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은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반영하는 정책, 절차 및 보관 일정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특정 경우, 구체적인 업무 필요에 
부응하여 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의무 사항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법적 청구건 또는 정부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경우, 회사의 Records Management Policy에  
따라 해당 법적 청구건 또는 정부 조사가 
계류 중인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한 "법적 보존(Legal Hold)"이 필요해지면 
Legal 부서에서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Celgene의 방침:

•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기록 및 문서의 
보관 일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적 보존(Legal Hold)"에 해당되거나 규제 또는 
정부 기관이 요청한 기록은 결코 폐기,  
훼손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보관 및 정보 관리

Q: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A: 그렇습니다.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상시적이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Records Management Policy

•  IT Security Policy

Q:  가끔 일을 집에 가져와 내 개인 가정용 컴퓨터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내 개인 컴퓨터에 백업용으로 
기록과 문서를 보관해도 될까요? 

A:  Celgene 기록 또는 문서를 개인 컴퓨터에 백업용으로 저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인 컴퓨터에  
초안 형태로 Celgene 문서를 다운로드하게 될 경우에는 초안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문서를  
삭제하십시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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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모든 Celgene 재무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  재무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책임입니다.

•  재무 관련 사기 문제를 알게 되면 즉시 직속  
관리자, Legal 부서, Global Compliance Group  
또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에 보고해야 
합니다.

•  조달 및 비용 보고 절차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장부 및 기록 관리의 청렴성

Q: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A: 그렇습니다.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상시적이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Procurement Policy

•  Travel and Entertainment Policy

•  Signature Authority Policy

•  Records Retention Policy

재무 결과를 부적절하게 보고하라는 관리자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합니다.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나 다른  
보고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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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는 Celgene 증권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촉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Securities Trading Policy에  
명시된 특정의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이며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Celgene의 유가증권(Celgene 보통주, 
직원 스톡 옵션 및 제한부 주식 포함)이나 
다른 기업의 증권에 대해 매입, 매수 또는 다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Material) 정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정보를 말합니다. 

합당한 업무상의 이유와 관리자의 적합한 승인 
없이 비공개 주요 정보를 Celgene 내외부의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정보 누설(티핑)"이라 합니다. 

Celgene(또는 다른 기업)에 관한 비공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일반적으로 거래일 
만 하루) Celgene(또는 그러한 다른 기업)의 
유가증권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및 배우자와 그 외 가구 구성원)은 
일정한 "매매 제한 기간(blackout period)" 동안 
Celgene 증권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보통 그러한 "매매 제한 기간"은 Celgene의 회계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되어 해당 분기에 대한 
Celgene의 경제 실적 발표 후 만 하루가 지나면 
종료됩니다. Celgene이 경영상의 상황에 의해 
필요에 따라 추가 "매매 제한 기간"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Securities Trading Policy를 위반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고용 종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권 매매가 회사의 Securities Trading 
Policy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부서장 또는 Legal 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거래

Q:  다른 회사의 증권을 거래할 때도 Celgene의 Securities Trading Policy가 적용됩니까?

A:  예. 예를 들어, 계약 제조업체와 일하면서 해당 업체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정보에 근거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그러한 정보는 실질적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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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gene의 방침:

•  합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고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기밀 유지 합의와 같은)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Celgene 외부인에게 
비공개 중요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의 정보가 실질적 정보인지, 또는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Treasurer,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General Counsel과 
상의를 마칠 때까지 거래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논의하지 마십시오.

•  내부자 거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은 Celgene 주식 및 옵션에 대해 
Rule 10b5-1에 따른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ecurities Trading 
Policy와 Legal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역, 이사 및 특정 기타 직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전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Securities Trading 
Polic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거래(계속)

참고 자료: 
•  Securities Trading Policy

Celgene의 Securities Trading Policy에 따라  
신용 거래 구좌를 통해 Celgene 주식을 근저당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 증권에 대해 공개 거래 
옵션, 신주인수권(warrant), 해약 특권부 거래
(put and call) 또는 유사한 장치(직원 스톡  
옵션 제외)와 같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거나 
Chief Executive Officer 또는 다른 지정  
담당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 증권을  
"공매도(sell short)"하는 것을 금합니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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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는 개인적인 정보 및 업무 정보 모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교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는 한 Celgene과 현 제품 및 잠재 
제품, 직원, 협력업체, 고객, 서비스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도 Celgene을 대표하거나 
Celgene을 대표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블로그와 
Celgene의 소셜 미디어 연계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동료들과 교류할 
경우에는 본 행동 강령의 다른 항목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  Celgene은 자체 Social Media Policy에 따라 지정 
"Social Media Community Managers"를 두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Celgene을 대표해 Celgene과  
Celgene 제품 및 치료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대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  Celgene이 소유한 로고와 상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Celgene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소셜 미디어에서 당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경우에는 회사의 유해사례(Adverse 
Event) 보고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LinkedIn 또는 Facebook과 같은 전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프로필의 일부로 
Celgene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Q: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Celgene이나 우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보면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정보를 게시해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정정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승인된 Celgene 대리인과 
"Social Media Community Managers"만이 소셜 미디어상의 Celgene에 관한 정보를 정정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목격한 경우 Celgene의 Social Media Community Managers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  내 소셜 미디어 계정에 Celgene 소식과 정보를 공유해도 될까요?

A:  Celgene 소셜 미디어 계정(Twitter의 @Celgene, Celgene YouTube 페이지 등)은 팔로우/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elgene 소셜 미디어 계정의 컨텐츠에 대해 리트윗(re-tweet), 좋아요(like), 즐겨찾기
(favorite), 핀(pin), 공유(share) 등을 할 수 있으나, Celgene 제품의 적응증외("오프 라벨") 사용이나 연구 
중인 치료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Celgene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각색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이나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Q&A: 

참고 자료: 
•  Social Media Policy

•  Conflicts of Interest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기밀이거나 비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지 마십시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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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는 직원들의 다양한 배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상호 신뢰와 정직, 그리고 존중 속에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믿음, 
성별, 연령, 국적 또는 민족적 배경, 성적 지향성, 
장애, 군복무, 결혼 여부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다른 신분적 상태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은  
Celgene의 업무 관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채용, 훈련, 개발, 보상, 승진, 강등, 전보, 퇴직 
등 고용의 전 단계에 적용됩니다. 근무 현장에 
관계없이 Celgene은 차별 및 괴롭힘을 금하는 
당사의 기준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Celgene은 디렉터, 
계약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와 같이 당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비직원들 역시 이처럼 똑같이 
높은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Celgene의 방침:

•  동료 직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직원들에게 업무 성과와 유관한 성과 및 요인을 
근거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직원들은 괴롭힘 및/또는 차별 사안을 직속 
관리자, 부서 관리자, Human Resources 또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에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차별 또는 괴롭힘

Q:  조달업체 담당자가 성별에 근거한 농담을 했습니다.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회의에는 다른 Celgene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해야 할까요?

A:  예. Celgene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담도 포함되며,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은 
직속 관리자나 Human Resources 담당자에게 보고해 검토 후 적절한 이후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Q:  채용 면담 중 후보자가 본인에게 어린 자녀 두 명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직책은 야근도 
필요한 일이라 후보자에게 보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A: 아니요. 채용 결정을 내릴 때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임신 여부와 같은 요인들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책은 초과근무가 필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에게 초과근무가 문제가 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Q:  저는 최근 제 기본 업무 중 하나를 수행하기 힘든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Celgene은 장애가 있으나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직속 관리자, Human Resources 담당자 또는 산업 전문 간호사(Occupational Health Nurse)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 어떤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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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에는 소비자, 의료 전문가, 임상 시험 
피험자, 환자 등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개인으로부터 얻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준거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밀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 정보와 민감한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성을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나라와 문화마다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며 
어느 정도의 대가를 감수하느냐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Celgene의 방침:

•  합당한 업무 목적으로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까지만 보관합니다.

•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지 사항(need to 
know)"으로 제한합니다.

•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은 Celgene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합니다.

참고 자료: 
•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  Records Management Policy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식별 정보

Q:  집으로 가는 길에 가게에 잠시 들렀는데, 차에 둔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들어 있다면 데이터 보안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출 통지와 시정 조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들어 있는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egal 부서와 IT Helpdesk에 즉시 
알려 적절한 이후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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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의 Global EHS 사명의 일환으로 Celgene은  
직업 및 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 환경 
건강 및 안전(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HS)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일하는 나라의 준거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부상 없는 현장을 만들고 
적절한 위험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전 
직원과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취급하는 재료와 제품 중 일부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선천성 기형과 같은)  
"유독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개조, 개인 보호 장비,  
훈련, 구체적인 실천과 절차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elgene은 합당한 직업적 자격요건이 
존재하고 준거 법규에 안내되지 않는 한 어떤 
직원도 성별이나 임신 여부를 근거로 직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Celgene의 방침: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  최고의 산업 건강 자원(occupational health 
resource)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각 Celgene 사업장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가족 계획에 관련되어 있거나 
생식 건강에 대해 우려가 있는 직원은 누구나 
Occupational Health Resource와 EHS 부서와 
상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생식 건강 위험 설문지를 작성해 Celgene 
Occupational Health Resource에 제출해 
주십시오. EHS에서 기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Reproductive Health and Safety Policy

건강과 안전

Q: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까?

A:  Celgene Occupational Health Resource, Human Resources, EHS 및/또는 개인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Celgene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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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은 사업을 수행하는 각 나라의 정부 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의료 프로그램이나 임상 시험에서  
Celgene이나 Celgene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제재나 
제외, 또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면허의 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elgene은 직원, 중역, 이사 및 
외부 의료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Celgene의 방침:

•  미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에서 현재 
제외, 정지, 제재 또는 다른 방식으로 비적격 
상태로 Celgene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Legal 부서와 해당 Human Resources 
담당자 또는 채용 관리자에게 즉시 그러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제재 및 부적격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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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Policy on Political Contributions and Lobbying

정치 활동

핵심 원칙: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법이 연방법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Celgene은 직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Celgene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Celgene의 방침:

•  Board of the Celgene Corporation Political Action 
Committee(Celgene PAC)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한 Celgene을 대표해 직간접의 정치 
후원금 또는 경비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 Celgene의 시간, 
재산, 경비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Q:  저는 정당 지역구의 기금 모금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동료에게 찾아가거나 회사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 후원금을 부탁해도 됩니까?

A:  아니요. 근무 시간에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elgene이 그러한 정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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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과 환경 관련 준법

참고 자료: 
•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Compliance Policy

•  Celgene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핵심 원칙:

Celgene은 당사 사업 전반에서, 그리고 당사의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복지라는 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모범적 환경 
실천이라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당사는 직원과 
우리가 봉사하는 환자들을 대신해 사업 성과와 
노력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Celgene은 바이오 제약 업계의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공공 경영에 있어 탁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elgene의 방침:

•  에너지와 자원의 보호, 수자원 절약, 재활용 
및 재생 제품의 사용을 목표로 하는 Celgene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대기, 토양 또는 수자원으로 잠재적인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방류하는 것 등 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즉시 EHS 나 시설의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 사안과 관련된 내부 조사와 시정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Celgene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현지 
시설 또는 EHS에 알려 주십시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s://www.celgene.com/responsibility/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시장에서의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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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에서 뇌물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현지 문화가 어떠하든, 그 대상이 
정부 관리든 의료 전문가든 기업 고객이든 변함 
없습니다. 당사는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 UK Bribery Act 및 유사 법률 등 당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의 부패방지 관련 준거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금합니다. 

•  정부 관리나 기업 고객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보험급여 
승인, 우호적인 가격 책정을 획득하거나  
Celgene의 상업적인 이익을 증진하려고 
직간접적으로 리베이트, 대가, 지급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안 또는 제공하는 행위

•  Celgene의 사업과 연관하여 리베이트, 대가 또는 
기타 지급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받는 데 
동의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중요한 정의:

정부 관리

정부 관리는 정당이나 기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단체나 사업체의 
직원들, 즉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제공자도  
"정부 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뇌물 또는 리베이트

"뇌물" 또는 "리베이트"는 가치 있는 것의 지급을 
의미하며, 이는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치거나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 선물, 서비스, 인턴십, 휴가, 
향응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에는 사업을 제공한 대가로 계약 외로 지급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뇌물과 리베이트는 엄격히 
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촉진비 

촉진비란 전화, 수도, 전기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관행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낮은 직급의 정부 
관리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소량의 현금 또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기름칠" 비용이라고도 
하며, 다른 예로는 화물의 적재 및 하적을 촉진, 
비자나 업무 요청 처리, 세관 관련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지급이 있습니다. Celgene은 
이러한 촉진비를 금합니다. 

참고 자료: 

•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Policy

•  SOP–ABAC Third Party Due Diligence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뇌물과 리베이트는 
엄격히 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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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당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독점방지 및 
경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부적절하게 사업상 경쟁을 억제하는 합의와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사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독점방지 및 경쟁법의 위반은 
Celgene과 Celgene 직원 및 계약업체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Celgene의 방침:

독점방지 및 경쟁법은 종종 복잡하며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점방지 및 경쟁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Legal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사안에 대해 결코 경쟁사와 합의 또는 
협의하지 마십시오.

•  가격 책정, 입찰 담합 또는 시장, 구역 또는 
고객의 분할 또는 할당, 또는 

•  고객이나 공급업체를 보이콧하는 활동

독점방지 및 경쟁법

Q:  저는 최근에 무역 협회 단체에서 후원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비공식 저녁 행사 때 다른 
회사의 영업 사원 두 명이 가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A:  우리가 경쟁사 직원과 가격을 논의할 때마다 가격 고정이나 공모와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쟁사 직원들이 가격을 논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논의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즉시 표명하고 자리를 뜬 뒤 즉각 Legal 부서에 알리기 바랍니다. 

Q&A: 

업계 협회 모임에 참석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지된 사안이 토의 주제로 
떠오르면 즉시 대화나 모임을 중단하고 
더 이상 토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리를 
뜨겠다고 설명하십시오. 그런 다음 문제의 
토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Legal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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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많은 국가에서 상품, 기술, 정보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거 법규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국제 무역 
활동과 연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분야의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  여러 다른 나라에 위치한 Celgene 현장으로 
상품을 출납하는 배송 등 직간접으로 수출입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준거법 및 
절차를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  Celgene 현장 사이에 비 Celgene 제품(예를 
들어, 장비와 같은 "회사" 자산)을 이동하는 것도 
수출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역 관련 준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Legal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Global Trade Compliance Policy

국제 무역 관련 준법

Q:  실험실 장비를 미국 밖 중국의 Celgene 시설에 가져가면 이것도 수출입니까? 

A:  예. 수출에 해당되며 미국 수출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환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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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은 Celgene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Celgene 직원과 계약업체는 유해 
사례가 있을 경우 평가와 보고를 위해 Celgene 
내 해당 부서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기원하는 유해 사례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덧붙여, Celgene 직원과 계약업체는 각 제품에 
대한 환자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Celgene의 방침:

•  모든 직원과 계약업체는 유해 사례 보고 정책
(Adverse Event Reporting Policy)에 대한 교육을 
수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한 유해 사례 보고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 사례는 정보 입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Drug Safety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Celgene 
제품에 대한 임신 중 잠재 노출 사안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제품 품질 불만(product quality complaint, 
PQC) 의심 사안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Customercomplaints@celgen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Celgene 제품의 복제 또는 조작 의심 사안은 
ProductSecurity@celgene.com으로 보고하거나 
Celgene@ethicspoint.com으로 문의하십시오.

•  각 제품에 대한 제품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십시오.

참고 자료: 
•  Corporate Adverse Events Reporting Policy

•  Global Products Risk Management Policy

환자 안전 - Celgene 제품의 안전성 보장

Q:  근무 시간 외에 알게 된 제품에 대한 유해 사례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두통처럼 이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예. Celgene 직원으로서 우리 제품과 관련된 유해 사례를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Drug Safety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다. 이상 사례의 경중 여부는 이 요건의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사례라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Q&A: 

mailto:ProductSecurity%40celgene.com?subject=
mailto:Celgene%40ethicspoint.com?subject=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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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활동을 수행할 때는 
항상 Celgene이 승인한 
자료만 이용하십시오.

핵심 원칙:

당사는 정직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판촉 및 시장화하며 마케팅 활동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균형 잡힌 과학적 정보를 
이용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나라와 지역의 판촉 
및 마케팅 관련 준거 법규와 EFPIA 및 PhRMA 
규약과 같은 업계 업무 규약을 준수합니다. 

마케팅 및 판촉 활동에서 Celgene을 대리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의료 전문가 및 환자와 응대할 
때 판촉 정책 및 외부 마케팅 규약 등 Celgene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elgene의 방침:

•  제품을 판촉할 때는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정보에 관한 정확한 진술이 포함되며, 이는 
결코 축소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절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제품을 판촉하지 
마십시오. 

•  판촉 활동을 수행할 때는 항상 Celgene이 승인한 
자료만 이용하십시오.

•  판촉 활동에 관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Celgene 정책과 절차 등 판촉을 관장하는 규칙을 
알고 이해할 것이 기대됩니다. 

제품의 판촉(상업적 관행)

참고 자료: 
•  Promotional Policy

Q:  어떤 의사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Celgene 판촉 자료를 편집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A:  아니요. Celgene 자료는 엄격한 과정을 통해 개발 및 검토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Celgene이 승인한 
자료를 변경하지도 자체 자료를 제작하지도 마십시오. 

Q&A: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유전과 세포 차원에서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질병을 완치시키는 
치료제로 바꾸는 
혁신은 치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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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Celgene은 의사, 간호사,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 
약사, 건강 보험 관리자(health plan administrator) 
및 의료 기관 등의 의료 전문가(HCP)를 응대할 때 
준거법, 규정, 업계 기준 및 협회 규약의 지침을 
따릅니다. 부적절한 의사전달, 판촉 자료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에 근거해 Celgene 제품과 관련한 
HCP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elgene은 
당사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구매 또는 처방하는 
권한이 있는 의사, 권익 단체 및 기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급 또는 기타 가치 양도 내역을 
준거법에 규정된 범위까지 정확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및 주법으로 그러한 
지급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Celgene의 방침:

•  HCP에 대한 접대와 선물, 연구 및 교육 보조금, 
그리고 공정시장가 보상은 Celgene 정책과 절차 
등 준거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HCP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모든 Celgene 정책과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 주십시오.

•  또한 비용 보고서에는 현지법에 부합하는  
HCP와의 식사와 같은 보고 가능한 가치 양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HCP)와의 관계

참고 자료: 
•  Retain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s Speakers and 

Consultants Policy

•  Hospitality and Gifts to Healthcare Professionals Policy

•  Grants, Donations and Sponsorships Policy

•  Spend Transparency Policy

•  Health Authority Laws and Regulatory Requirements

•  Global Fair Market Value (FMV) SOP

제품의 사용, 구입, 처방 또는 추천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HCP에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합니다.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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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http://ourcelg.celgene.com/sites/ourCommunity/Pages/CorporatePolic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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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연구,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의약품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분야에서, Celgene은 업계 규약(PhRMA, 
EFPIA 등)과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실험실 
관리 기준(GLP), 임상 시험 관리 기준(GCP), 유통 
관리 기준(GDP), 약물 감시 관리 기준(GPvP) 등 
통칭 운영 관리 기준 또는 GxP를 포함한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Celgene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  글로벌 및 직능별 정책과 절차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직능별로 활동하는 GxP 
Quality Unit

•  문서 관리, 교육 관리, 품질 관리를 위한 GxP 
품질 관리 시스템

•  회사 전반에 걸쳐 준법 활동에 대해 통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 글로벌 GxP 감사 프로그램

Celgene의 방침:

•  직원이 본인의 업무 책임과 유관한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책과 절차를 따르고 본인의 준법 내용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입니다.

•  또한 직원들은 Celgene이 준거법과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든 평가와 내부 
감사 활동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러한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확립되어 있는 보고 절차를 따르거나 직속 
관리자나 관련 Quality Unit에 보고하거나, 
상위의 Legal 부서나 Global Compliance Group에 
즉시 상정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 법규 요건

Q:  저는 Celgene 제조 현장의 신입 직원으로 우리 팀의 GMP 규제 업무 활동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찾아서 일하고 싶어서 제조 라인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GMP 관련 활동을 수행하려면 훈련을 거친 후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속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Q&A: 



Celgene의 준법감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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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gene의 글로벌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회사 전반에 걸쳐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직속 기관의 Chief 
Compliance Officer는 Celgene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기준이 보편적이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Celgene의 글로벌 준법감시 프로그램

Q: 직속 관리자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직속 관리자에게 본인의 우려를 직접 표명하거나 
관리자의 관리자나 상급 경영진에게 문제의 사안을 보고하십시오. Human Resources 담당자, Legal 부서 
또는 Global Compliance Group에 문제의 사안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우려를 터놓고 솔직하게 
전하십시오. 원하시면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익명도 가능합니다. 

Q&A: 

회사 전반에 걸쳐 모든 그룹과 개인은 
중대한 준법준수의 책임을 지닙니다. 
Celgene의 모든 직원들은 준법준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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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에게는 준거법, 규정, 기업 정책 및/
또는 본 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문의하거나 다음 참고처 중 하나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속 관리자, Human Resources 담당자 또는 
Legal 부서 
우려되는 사안은 직속 관리자, Human 
Resources 담당자, Global Compliance Group 
또는 Legal 부서와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본 강령의 마지막 부분에 국가별 무료 전화번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무료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 
전 직원은 법, 규정, 기업 정책 및/또는 본 
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 celgene.alertline.com 또는 (EU 
지역의 경우) https://celgeneEU.alertline.com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Global Compliance Group
Global Compliance Group을 통해서도 자문을 
구하거나 비리 사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안의 우편 보고 
아래 주소로 우편을 통해(익명도 가능) 우려 
사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Chief Compliance Officer:
Celgene Corporation
86 Morris Avenue 
Summit, NJ 07901
United States of America

Chairperson of the Audit Committee 
c/o Corporate Secretary: 
Celgene Corporation
86 Morris Avenue 
Summit, NJ 07901
United States of America

Celgene 정책은 신념에 따른 보고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한 보복은 그 자체로 
본 강령의 위반이며 최대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

문의하기와 도움 구하기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36153/index.html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36153/index.html


35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에 
전화하거나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에 전화하면 
외부업체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보고 내용에 
대한 상세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이후 해당 정보는 
Compliance Investigations Committee에 전달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현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조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름을 밝히실 것을 권합니다. 통화 
마지막에 참조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번호를 
통해 나중에 원래 통화 내용에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Celgene이 보고자에 대해 조사에 
도움이 되는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면 안내에 따라 우려 사안을 상세히 
요약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Hotline에 전화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는 Compliance Investigations 
Committee에 전달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보고 과정 마지막에 참조 번호를 알려 드리며, 
이를 통해 나중에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원래 보고 내용에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Celgene이 보고자에 대해 
조사에 도움이 되는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비리 사안은 무엇이든 즉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반 의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며 따라서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보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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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금지, 기밀 유지와 징계 조치

보복 금지

신념에 따라 준법 관련 우려나 청렴성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복 행동에 관련된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고용 종료도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다른 직원이 신념에 따라 준수 관련 
우려나 법, 규정, 기업 정책 또는 본 강령의 
위반 사안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Global Compliance Group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이 가능하고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에 전화하거나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의 보고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악의적인 의도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최고 고용 종료에 
이르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기밀 유지

현지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한 익명으로도 우려 
사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경우 보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조사의 성격, 심층 조사의 필요성 또는 특정 법적 
요건으로 인해 보고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법 조사에 관련된 
당사자는 어떤 입장이든(예를 들어, 증인이든 제기 
당사자든) 조사관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조사를 수행하는 관련자들이 아닌 사람과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징계 조치

Celgene은 준거 법규, 본 행동 강령 또는 Celgene의  
정책과 절차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합니다. 그러한 법, 규정, 본 강령, 
정책 또는 절차를 위반하는 Celgene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종료 등의 징계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는 위반 행위를 무시하거나 이를 
고의로 파악 또는 시정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Celgene 관리진과 Human Resources는  
관련된 모든 징계 조치가 현지 노동법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   
   준법감시



Celgene 직원들은 
환자의 삶을 
개인의 수준에서 
변화시키려는 
가시적인 열정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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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무료 전화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Hotline에 전화할 때

•  전화를 걸고 있는 발신국을 선택합니다.

•  아래 목록에서 해당되는 국가의 액세스 코드를찾
아 다이얼을 누릅니다.

•  안내에 따라 Hotline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Hotline
전화번호: 866-480-6139. Hotline 전화번호 앞에
"1"을 누르지 마십시오.

•  해당 국가에 대한 무료 전화번호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 웹사이트
(celgene.alertline.com 또는 EU 지역의 경우
https://celgeneEU.alertline.com 을 이용해 주십시오.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 내에서 
Hotline에 전화할 때
Hotline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합니다. Hotline 
전화번호: (866) 480-6139

국가 액세스 코드

호주
1-800-881-011(Telstra 이용 시)

1-800-551-155(Optus 이용 시)

오스트리아 0800-200-288

벨기에 0-800-100-10

브라질 0-800-890-0288

중국
108-888(북부) 또는

108-11(중부/남부)

체코 공화국 00-800-222-55288

덴마크 800-100-10

핀란드 0-8001-10015

프랑스 0800-99-0011 또는 0805-701-288

독일 0-800-225-5288

홍콩
800-96-1111(Hong Kong Telephone 이용 시)

800-93-2266(New World Telephone 이용 시)

이탈리아 800-172-444

일본
00-539-111(KDDI 이용 시)

00-663-5111(Softbank Telecom 이용 시)

국가 액세스 코드

한국
00-729-11(KT 이용 시)

00-309-11(Dacom 이용 시)

멕시코
001-800-462-4240
또는 01-800-288-2872

노르웨이 800-190-11

폴란드 00-800-111-1111

포르투갈 800-800-128

러시아 8-10-800-110-101-1

싱가포르 800-011-1111 또는 800-001-0001

슬로바키아 0-800-000-101

스페인 900-99-00-11

스웨덴 020-799-111

스위스 0-800-890011

타이완 00-801-102-880

네덜란드 0800-022-9111

터키 0811-288-0001

영국
0800-89-0011(BT) 또는 
0500-89-0011(C&W)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36153/index.html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3615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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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역 직원들에 대한 특별 안내 
Celgene은 직원들이 법이나 본 행동 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을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참고처 중 하나로 Compliance and Ethics Hotlin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법의 요건에 
따라 EU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Hotline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EU 지역의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회계 또는 감사 문제와 같은 재무 또는 통제 문제나 기타 재무, 회계, 
은행 업무 또는 뇌물 방지 분야에서 내부 통제의 법제적, 규제적 의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기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보고하려고 할 때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Hotlin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에 따라 재무 또는 통제 문제 외 분야에 대한 법 또는 본 강령의 위반 의심 또는 확실 사안에 대해서는 
Hotline을 통해 익명의 전화 보고를 허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무 또는 통제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Hotline에 전화할 때는 이름을 밝히실 것을 권합니다. 
Hotline은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참고처 가운데 하나이며 대안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마련된 것입니다. 
준거법에 따라 EU 지역 직원들에게 위반 보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법 또는 본 강령의 위반 의심 또는 확실 사안 등 당사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나 행동은 직속 관리자, 
Human Resources 담당자, Chief Compliance Officer 또는 Law 부서 일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EU 지역의 직원들은 본 강령과 기타 관련 문서 및 통신문에서 Hotline을 참조할 때 상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EU 직원에게 적용되는 현지의 준거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Hotline 사용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의무의 면제
모든 직원들은 본 강령에 나와 있는 규칙과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강령에 대한 
의무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반드시 Chief Compliance Officer 
(또는 그 위임 대리인)가 서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역 또는 이사에 대한 본 강령의 의무 면제는 
Company’s Board of Directors의 서면 승인을 요합니다.

전 세계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www.celge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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