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윤리 강령
Speakout (용기를 내어 말하기) 은 직원과 외부  
파트너들이 사용하는 비밀 보고 툴입니다.

이 서비스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관행 및 행동에 
대한 Mondi의 기업 이념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
다. 기업 윤리 강령에는 Mondi와 직원들이 비즈니스를 수
행하는 방법에 적용하는 5가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준수
Mondi는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정직성과 성실성
Mondi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인권
Mondi는 세계 인권 선언을 존중합니다.

이해관계자
Mondi는 주주, 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지속 가능성
Mondi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안
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확보합니다.
Mondi는 비즈니스를 함께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원칙의 상세한 적용은 Mondi의 정책과 절차, 특히 
Mondi 지속 가능 발전 정책에서 문서로 작성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Mondi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
오: www.mondigroup.com

이 전단에서는 Speakout 서비스와 사용 방법에 대
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 서비
스에 대한 설명을 읽고 사용 절차와 친숙해질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무료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주소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mondi@getintouch.com

Speakout 핫라인
국가 전화번호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역 번호 01-2297407
벨기에 0-800-7-7593
불가리아 소피아 지역 번호 02-4917020
중국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14
크로아티아 0800-222-458
체코 공화국 프라하 지역 번호 2-28880021
덴마크 8088-2808
핀란드 헬싱키 지역 번호 09-31581677
프랑스 0-800-90-7717
독일 0-800-182-7165
그리스 00-800-180-9-20143226
헝가리 06-800-17183
이라크 066 212 0903
이태리 800-78-3902
일본 도쿄 지역 번호 03-45789245
요르단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16
레바논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18
말레이시아 1-800-80-8338
멕시코 멕시코시티 지역 번호 0155-46240153
모로코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30
네덜란드 0-800-0229912
노르웨이 800-1-5621
오만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31
폴란드 0-0800-111-3544
루마니아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25
러시아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26
세르비아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677-2076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지역 번호 02-33215436
남아프리카 0-800-98-1123
한국 070 4732 6762
스페인 900-97-1326
스웨덴 0-20-79-38-22
스위스 0-800-562-908
태국 방콕 지역 번호 02-1055704
터키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001-612-767-1307
영국 0-800-032-8381

우크라이나
접속 코드: 0^0011

무료 전화번호: 877-808-8290

미국 800-243-5175

Mondi 직원과 파트너에 
대한 비밀 서비스



Speakout 소개

Speakout은 여러분이 Mondi의 기업 윤리와 상충될 수 있
는 행동 또는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편리하고 간단하게 고안된 비밀 보고 툴입니다. 

편리한 시간에 전화하십시오
Speakout서비스는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하루 24시
간, 주 7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자동화된 
비밀 시스템에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철저한 비밀 서비스 
Speakout은 마음에 걸리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하여 우려를 
제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녹음된 메시지는 입력된 메모
로 전사되고, 녹음은 Mondi에서 아무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남길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
히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
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
밀과 익명이 철저히 유지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Speakout을 사용해야 합니까?
질문, 우려 또는 문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관리자 또는 인사
팀 직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알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렇게 한 결과로 받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Speakout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Speakout을 사용해서는 안됩니까? 
이 서비스는 기존의 준법 정책이나 제정된 불만 절차를 대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기 전에 관리자나 인사팀에 먼저 알려주어
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Speakout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이 전단의 뒷면에 기재된 국가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2.   전화한 사람에게 배정되는 5자릿수 케이스 번호를 적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3.   길이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녹음한 후에 전화를 끊으십

시오.
4.   14일이 지난 후에,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5자릿수 케

이스 번호를 입력하고 업데이트 또는 답변을 받으십시오.

Speakout을 사용하는 요령
•   전화를 하기 전에 녹음할 주요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   5자릿수 케이스 번호를 적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메시지를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 녹음

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   메시지를 시작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로 결
정하고 직접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메시지에 
직장 또는 가정에서 연락을 받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14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해당 케이스에 대한 업데
이트를 받으십시오.

•   저희가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려
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능한 경
우, 사업 단위 및/또는 근무 장소를 알려주면 매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중요 공지: Speakout을 통해서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은 
Mondi에 대한 ‘법적 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peakout 운영 회사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s, Inc.
3100 West Lake Street, Suite 430
Minneapolis, MN 55416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612-926-7988
팩스: 612-926-4140
www.getintouch.com

Speakout 은 
철저한 비밀 서비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