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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당신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왜 DACHSER에 우려사항을 신고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업으로서 언제나 모든 사업 프로세스 및 서비스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사업 활동을 관련 규정에 맞게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의 준수, 그리고 

특히 DACHSER 행동강령과 우리의 가치 관리 체계의 준수는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수한 기업 

거버넌스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부정 행위를 예방하여 회사, 직원, 사업 파트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경우에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범죄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의심 행위는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 사업 파트너, 대중이 우리 회사의 중요 활동이나 심각한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신고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보는 조기에 심각한 위반행위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우리 사업 파트너를 보호합니다.  

DACHSER 그룹의 모든 직원과 외부 제삼자는 DACHSER 준법감시인실(Compliance 

Office)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합니까? 

회사 내에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목격했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우려사항을 전화나 이메일, 서면을 통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ACHSER Group SE & Co. KG  

Head Office | Corporate Compliance 

Thomas-Dachser-Str. 2 

87439 Kempten 

전화:  +49 5916 5510 

이메일: compliance.office@dachser.com 

회사에 고용된 직원 또는 외부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 내 위반 의심 행위나 관련 

우려사항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서면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 연락처를 제공해주시면 신고 사안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귀하의 신원은 절대 기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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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우려사항을 철저히,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모든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완전히 

제시해주십시오. 신고 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준법감시인실(Compliance Office)에서 관련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완전히 기밀로 취급됩니다. 잠재적 위반행위의 성격 및 심각도에 따라 저희는 법률 

집행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추가 

인력이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이나 귀하의 신원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참여자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신의성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 조사 결과 의심의 근거가 없거나 혐의를 

확인하기에 사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징계나 형사 소송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신고를 남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나 고발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