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강령
R-70-HF-02
Ver. 1.2
2021.07.07

주관부서: 윤리경영팀

윤리행동강령

개정 이력
개정번호

일자

개정 내용

작성자

V 1.0

2019.12.04

신규 제정

한난영

V 1.1

2020.05.13

V 1.2

2021.07.07

Copyrightⓒ LDCC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
용어변경 (구성원 →임직원)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

-2/5-

비고

김은정
유영군

Ver. 1.1

윤리행동강령

목 차
제1조 [고객] ............................................................................................................................................................................................... 4
제2조 [주주] ............................................................................................................................................................................................... 4
제3조 [임직원]........................................................................................................................................................................................... 4
제4조 [파트너사] ...................................................................................................................................................................................... 4
제5조 [사회] ............................................................................................................................................................................................... 5
부 칙 .............................................................................................................................................................................................................. 5
제1조 [시행일]........................................................................................................................................................................................... 5
제2조 [경과조치] ...................................................................................................................................................................................... 5
제3조 [관련 사규] .................................................................................................................................................................................... 5

Copyrightⓒ LDCC

-3/5-

Ver. 1.1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은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과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조 [고객]
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②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고객의 자산 및 정보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제2조 [주주]
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③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투명하게 유지·제공한다.

제3조 [임직원]
①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② 임직원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발적·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제4조 [파트너사]
① 파트너사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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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②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 07. 0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련 사규]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단, 본 규정 외 사항은 롯데그룹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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