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의료위생전문인원
함의는 광범위하다.Cardinalhealth 그룹 제품이나
복무처방을 받을 수 있고 Cardinalhealth 그룹 제
품이나 복무 처방을 받을 수있으며 Cardinalhealth
그룹 제품이나 복무 처방 혹은 구매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위생 영역에 인원 등,의사,간호사,
약사와 병원 관리 인원을 포함한다.
일부 의료위생전문인원를 정부공직인원로도
보는다.
• 정부공직인원
현지 볍룔 중에 정부공직인원를 정의하는 개인은
감독기관,입찰기관,견적기관,세관,세무기관등
근무인원,국가 소유 병원의 대부분 직원 및 제품
비준,허가와 등록의 기타 개인을 포함하지만 이상
인원만 한정하지 않는다.
정부 공직인원은 정부 소유나 콘트롤하는 병원
이나 기타 기관에 채용된 인원 혹은 이와 같은
기관의 의료위생 전뭔 인원도 포함한다. 현지
법룔에 이와 같은 의료위생 전문인원를
공직인원으로 보지 않아도 여전히 정부공직인원에
속한다.
• 제 3 자판매상
Cardinalhealth 그룹 마켓팅,판매를 협조하거나
cardinalhealth 그룹의 제품이나 복무를 소매하는
회사나 개인이라고 한다.
Cardinalhealth 그룹과 이와 같은 제 3 자판매상
사이세 관계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이 관계를 표현
하는 단어도 고정하지 않지만 판매사,도매상,소매
나 판매대리,영업대리,중간상,위탁상업대리,독립
판매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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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재산이다. Lit.No. 5LE17-653082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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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횡령과 반부패지침
Cardinalhealth 그룹의 제 3 자
판매사에게 사용하기.

그룹의 약속과 요구
본 지침의 목표는 제 3 자에게 Cardinalhealth 그룹의 횡령과 부패 반대 기준, 이
모든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여 그룹업무를 전개하거나 그룹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하게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제 3 자 판매상의 약속과 책임
Cardinalhealth 그룹의 제 3 자 판매상(도매사,판매대리)은
횡령과 부패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협조하는 의무가 있다.
제 3 자 판매상 및 인원들이 본
지침,<Cardinalhealth 그룹업체행위준칙>및 기타 관련 문서
내용,범위와 중요성을 읽고 확인해야 하고 이하 의무가 있다.
• 질문이나 더 깊이 지도를
필요시 Cardinalhealth 그룹의 도덕과 격식부를
연락한다.
• <Cardinalhealth 그룹 반횡령과 반부패
정책>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 반횡령 법룔이나 Cardinalhealth 그룹 정책을 위반
가능한 어떠한 행위나 행동을
발견시 Cardinalhealth 그룹의 도덕과 격식부에
보고를 한다.

법룔과 그룹 기준을 준수한다.
Cardinalhealth 그룹에서 제 3 자 판매상에게
<미국해외반부패법>,<영국반횡령법>,그룹업체행위준칙 및 모든
적용된 반횡령과 반 부패 법룔를 준수하는 것을 요구한다.
Cardinalhealth 그룹은 세계 여러 의료위생업 조직의 회원이고
업종조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의료위생 전문인원와
상호 소통하는 양호한 규칙을 제정했다.
제 3 자 판매상은 Cardinalhealth 그룹에서 업종지침이나
양호 규범을 이미 적용한 나라에서 판매와 마켓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룹에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똑같이 제 3 자 판매상은 필요한 내부
프로세스를 제정해야 하고 작원과 대표 관련 업종 기준을
준수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내부에 횡령과 부패와
다른 범쥐 행위를 발생 방지해야 한다.제 3 자 판매상은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그룹과 업무를 하는대표나 그룹을
대표하여 업무를 하는 직원에제 교육을 해야 한다.직원과
대표는 횡령행위나 기타 법룔이나 그룹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하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원은
출근하거나 Cardinalhealth 그룹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해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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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nalhealth 그룹에서 제 3 자 판매상는 남에게 어떠한 유가물
제공,승낙,권한 부여,수수 혹은 청구하여 업무 얻기,업무
보존하기,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예들 들면,제 3 자
판매상은 남에게 유가물을 주고 Cardinalhealth 그룹의 제품 구매,그룹
제품 승낙이나 제품 등록 결정을 빨리 하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횡령 금액 얼마든지,상대방 정부공직인원인지(정의 아래와
같다.), 및 제 3 자 판매상에서
횡령은 Cardinalhealth 그룹이나 그 자신에게 유리하는지
모두 횡령행위를 금지한다.

의료위생전문인원와 복무협의 체결
제 3 자 판매상와 의료위생 전문인원는 컨설팅 협의나
복무협의를 체결하는 것은 의료위생인원이 처한 직위는
Cardinalhealth 그룹의 제품이나 복무 구매,추천이나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준을 볼 수가 없으며 의료위생전문인원을 뽑을
땐 보상이나 보수로 실제 업무,예상 업무나 부당한 이익을 바꿀
수는 없다.
의료위생전문인원을 채용하여 발표,컨설팅위원회나 컨설팅팀에
대해서 의견을 제공하고 기타 전문인원이나 직원에게
교육하거나 기타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제 3 자판매상에서 이하
요구를 준수해야 하나다.
• 채용된 복무에 대해서 정당한 필요가 있음
• 위료위생전문인원와 서면 결의를 체결해야 하고 제공해야 할
복무 및 복무 보수를 상세하게 쓰는다.
• 보수는 제공되는 복무의 공평한 시장 가격이어야 하기
• 복무 진행 완료되는 문서를 꼭 보관해야하고 이와 같은 문서는
적어도 7 년을 보관해야 하고 ,현지 법룔 규정된 다른 더 긴
기한을 제외한다.
• 보수 지급 전에 의료위생전문인원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내역
정도는 뚜렷한 기장과 비용 감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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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생전문인원에게 설물과
브랜드 판촉 제품을 주기
현지 법룔 및 의료위생전문인원 상호 소통의 국내 업종 규범에
의료위생전문인원에게 가끔식 선물과 브랜드 판촉제품을 주는
것을 허락한다.이화 같은 준칙 예시는
<유럭의료기술협회상업도덕행휘기준>혹
<미국선지의료기술협회관련 으료위생전문인원 상호소통규범>에
선물과 브랜드 판촉제품은 적당해야 하고 습관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과 과학 연구 가치 있고,환인원에게
유익하고,의료위생전문인원 직업에 연관이 있으며 빈번하면 안
된다.위료위생전문인원에거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물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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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직인원에게 선물과 복무 협의
대부분 국가 정부 직원,선거나 임명된 공직 인원은 특수 도덕 준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 유상과 무상 고문 혹은 컨설팅 인원도 가끔식특수
도덕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인원은 어떠한
설물과 기타 유가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현지
법룔에 제 3 자 판매상와 정부공직인원 복무 안배를 허락한 경우
제 3 자 판매상은 상기 의료위생전문인원 복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 정부공직인원의 상사나 부서 영도에게 통지를 해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료위생전문인원과 정부공직인원 접대
의료위생전문인원이나 정부공직인원 여비교통비,숙박비.식비등
접대비의 정산이나 안배는 현지 법룔 및 의료위생전문인원 상호 소통
국내 업종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예를
들어<유럭의료기술협회상업도덕행휘기준>혹
<미국선지의료기술협회관련 으료위생전문인원 상호소통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접대활동은 아래와 요구를 부합해야 한다.

• 의료위생전문인원 회의 할 주소와 장소는 상호 소통이나 과학
연구 정보에 부합하고 유리해야 한다.
• 음식과 음료의 가격은 적당해야 하고 적당한 시간에 제공하며
회의 일정에 복무한다.
• 오락 여가 활동을 금지한다.
• 정당한 직업이 없는 회의 참가 인원에게 비용 정산이나
여비교통비를 안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의료위생전문인원의
배우자,가족 성원이나 친구에게 여비교통비 안배하거나
접대비용을 정산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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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Cardinalhealth 그룹에서 정확한 장부 기록을 설립했으며 그룹
중간상에게도 같이 정확한 장부 기록을 설립하는 요구를
했다.제 3 자 판매상은 공개적으로 업무 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회사 기록은 부당한 지출을
정당한 치출로 처리하면 안 된다. Cardinalhealth 그룹에 제공하는
영수증은 미지급금의 정확한 이유를 명맥히 설명해야 하고 지급
신청 증명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제 3 자 판매상은 그룹에서 정당한
조건에 자신의 장부 기록 정확성을 검사를 받을 수 있게금 해햐
한다.

감독거래
그룹에서 제 3 자 판매상에게 횡령가 부패 행위를 잘 드러내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감독 심사를 실시 요구를 한다. 제 3 자
판매상은 판매,마케팅,구매,재무등 중요한 영역에 적당한 콘트롤
실시하고 부패 많이 발생한 국가 인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을
해야 한다.

정치과 자산 기부
제 3 자 판매상은 그룹이나 그룹의 명예로 정치 기부를 할 수 없다. 제 3 자
판매상은 그룹 직원이랑 똑 같이 자산 기부를 줄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다.이에 통해서 정부공직인원이나 제 3 자 어떠한 행위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영향하거나 유도하거나 Cardinalhealth 그룹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융통비
융통비는 정부 일상 직능을 이행을 촉진하거나 빨리하는 지급
대금이라고 한다.예를 들어,허가증,집조 혹은 정부문서(제품
등록,통관등)를 수여한다.유통비는 공직 인원에 항상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ardinalhealth 그룹은 제 3 자 판매사에서 융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어떤 대금에 대해서 융통비인지 질문
있으면 Cardinalhealth 그룹 도독과 격식부를 연락하십시오.

6-반횡령과 반부패 지침

부당한 청구나 활동 보고
Cardinalhealth 그룹에서 제 3 자 판매상은 그룹에 도덕과
격식부에 의심스러운 횡령과 기타 불법 행위를 청구나
요구를 한다. 제 3 자 판매상(a)남의 요구로 횡령하거나 다른
불법행위를 하기,(b) Cardinalhealth 그룹의 모 직원이나
대표가 그룹 기준을 위반하는 것,(c)어떤
대금 Cardinalhealth 그룹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면이 사이트 businessconductline.com 통하거나
아래 무료 전화로 Cardinalhealth 도덕과 격시부를 연락할 수
있다.
국가

전화번호

캐나다

800.926.0834

중국（넷트콤）

10.800.712.3248

중국（유닛트콤）

10.800.120.3248

도미니카공화국

829.200.9961

독일

0.800.181.3494

이타리아

800.876.636

말레이시아

1.800.888.735

몰타

844.597.9870

멕시코

001.800.099.0791

싱가포

1.800.723.1231

타이

001.800.852.5367

영국

0.800.086.9131

미국

800.926.0834

모든기타국가（*상대방요금부담)
）

470.219.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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