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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the Code. Speak Up.

&Concerns
Westinghouse’s Global Ethics and Concerns Helpline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이며 연중무휴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Westinghouse에는 선의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Helpline 전화번호:

• 벨기에 0800-795-09
• 중국 400-120-9155
• 프랑스 0805-080231 
• 독일 0800-181-0543
• 이탈리아 800-581-497
• 일본 0800-100-0047

• 한국 080-808-0924
• 스페인 900-839026
• 스웨덴 020-888-544
• 우크라이나 0-800-501034
• 영국 0-808-189-1254
• 미국 1-800-258-1309

Global Ethics and Compliance Organization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 
1000 Westinghouse Drive 
Cranberry Township, PA 16066-5528

www.wecconcerns.com

ethicsandcompliance@westinghouse.com 

Global Ethics and Concerns Helpline

은 Westinghouse의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독점 금지 문제, 공무원에 

대한 뇌물 행위, 상업적 부패, 금융 

사기, 비재무 기록의 위조 등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해 질문하고 보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를 Global Ethics and 
Concerns Helpline을 통해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하는 문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 및 부패 행위, 회계 문제, 회사 자산 
유용, 기타 법률/Code/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사 고과 또는 성과급에 대한 
의견 충돌 등의 고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HR 
및 현지 관리부를 통해 더 빨리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Helpline으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Helpline 전화는 제3자가 응답하며,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Westinghouse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에 검토용으로 
보냅니다. HR, 내부 감사, 법무 부서, 보안 부서, 
Global Employee Concerns Program,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적격 조사관 및/또는 독립적인 제3자 담당자가 
모든 우려 사항을 조사합니다.

문제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나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려 사항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의 신원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받을 수 있나요? 
선의로 조언을 구하거나 우려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돕는 직원은 제기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로 거짓 혐의를 씌우거나 거짓 또는 오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 제외). 보복이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Helpline 관리자가 Westinghouse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에 귀하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에서 조사를 
수행할 담당자를 결정합니다. 조사관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보고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조사팀은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및 연루된 당사자와 면담을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Helpline에 
문의하면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질문에 답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밀 코드가 
제공되는데, 이 코드를 사용하여 다시 전화하거나 
온라인 보고서에 접속하여 조사 진행 상태 또는 
결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stinghouse에서 우려 사항을 조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목표는 30일 이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복잡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조사는 관련 법과 Westinghouse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이 감독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려 사항을 Chief Compliance and Risk 
Officer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연합 내에 있는 경우 제 보고서의 개인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이 프로세스 
중에 수집된 모든 개인 데이터와 그 전송은 관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취급됩니다.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조직에 연락하여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ive the Code. Speak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