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 Products는 정직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윤리를 
준수하며 정직성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법 행위 보고 
시에는 IntegrityLine 무료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현지 
법에서 허용하는 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IntegrityOnline 웹 사이트
(www.airproducts.com/integrityonline)
를 통해서도 보고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원됩니다. 
보고와 관련된 교육은 핵심 주제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별로 주어지며, LSO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Air Products
의 제3자 벤더, 윤리, 준수, 위험 관리 
분야에서 전문가를 보유한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의논 상대가 필요한 
직원은 즉시 직속 상사나 관리자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경우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한, 적절한 조직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인 
경우 미국의 Global Security Operations 
Center에 문의하십시오(국제 접속 코드 + 
610-481-7711).

보고 지침

목록에 본인의 지역에 해당하는 번호가 
없는 경우, 미국 밖의 발신자는 먼저 
적절한 AT&T 접속 번호를 눌러 무료* 
IntegrityLine에 접속해야 합니다. 
AT&T 접속 번호는  
www.business.att.com/bt/access.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본인이 위치한 
국가를 선택한 다음 “Go(검색)”를 
클릭하여 적절한 접속 코드 검색)

* 보고 시 이용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무료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발신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통화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액세스는 
현지 전화 서비스 공급자와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전화 이용 지침
원활한 연결을 위해 유선 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 지역별 선택 사항 전화 번호
네덜란드 0800-022-0720
대만 00801-10-4062
대한민국 00798-1-1-005-6156
독일 0800-183-0860
말레이시아 1-800-81-2303
미국 1-877-272-9726
벨기에 0800-7-1658
브라질 0800-891-4169
스페인 900-97-1039
아르헨티나 0800-444-8089
에콰도르 해당 지역의 직통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영어 구사 교환원
스페인어 구사 교환원
영어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우측에 제시된 
번호를 누르십시오.

1-800-225-528
1-999-119
855-225-7066

영국 및 북아일랜드 0808-234-6711
이탈리아 800-788319
인도네시아 001-803-1-008-3251
일본 0034-800-900066

00531-11-4454
0044-22-11-2562
0066-33-830191

중국 남부

북부

10-800-711-0635
10-800-110-0581

체코 공화국 800-142-716
칠레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의 직통 번호를 

선택해 이용하십시오.
AT&T
Telefonica
ENTEL
ENTEL—스페인어 구사 교환원
Easter Island
Easter Island—스페인어 구사 교환원
영어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우측에 제시된 
번호를 누르십시오.

800-225-288
800-800-288
800-360-311
800-360-312
800-800-311
800-800-312
855-225-7066

캐나다 1-877-272-9726(US)
컬럼비아 해당 지역의 직통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영어 구사 교환원
스페인어 구사 교환원
영어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우측에 제시된 
번호를 누르십시오.

01-800-911-0010
01-800-911-0011
855-225-7066

페루 해당 지역의 직통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Telephonica—스페인어 구사 교환원
Telephonica
Americatel
영어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우측에 제시된 
번호를 누르십시오. 

0-800-50-000
0-800-50-288
0-800-70-088
855-225-7066

포르투갈 800-8-11604
폴란드 0-0-800-111-1582
프랑스 0800-90-0198

http://www.airproducts.com/integrityonline
http://www.airproducts.com/company/governance/commitment-ethical-business/~/media/Files/PDF/company/c-of-c-contact-information.pdf
http://www.airproducts.com/company/governance/commitment-ethical-business/~/media/Files/PDF/company/c-of-c-contact-information.pdf
http://www.business.att.com/bt/access.jsp


전화로 보고하려는 경우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교환원이 
원하는 언어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통역가와 연결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 위험 및 규정 준수 문제 보고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현재 데이터 정보 보호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www.airproducts.com/integrityonline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독일, 이탈리아, 
체코 공화국,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또는 프랑스에 지정된 
IntegrityLine에 전화하는 경우 현지법에 
따라 특정 보고 범주 및 익명 보고 옵션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감사, 회계, 사기 및 
재무 부정 사안으로만 제한됩니다. 
관리자나 상급자 또는 적절한 조직의 
담당자와 같은 대체 보고 채널을 통해 
기타 유형의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Air Products는 직원의 위법 행위 보고를 
요구하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역할을 맡은 
임직원의 경우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한, 
윤리, 규정 준수,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인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위반 
행위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ir Products는 어떤 형태의 보고 또는  
"내부 고발"이든 이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tell me more
airprodu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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