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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ILLS 공급업체 윤리 강령, 2022년 게시 

Number One General Mills Boulevard · Minneapolis, MN, 55426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General Mills 가속화 전략의 핵심 요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지구를 재생하고, 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식품을 제조하겠다는 우리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소비자,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 우리와 교류하는 모든 사람이 General Mills와 

공급업체 및 파트너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할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파트너와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최신 공급업체 윤리 강령을 첨부했습니다. 공유된 가치사슬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Michael Hourihan 

General Mills, 최고 구매 책임자 
 
 
 
 
 
 

 
 

 



 
 

2 
 

GENERAL MILLS 공급업체 윤리 강령, 2022년 게시 

Number One General Mills Boulevard · Minneapolis, MN, 55426 

공급업체 윤리 강령 

General Mills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성공적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공급업체 윤리 강령("윤리 강령")은 General Mills가 업스트림 공급망 제3자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작업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우에 따라, 본 윤리 강령은 단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인 기준을 채택합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할 때 본 윤리 강령에 명시된 기준과 법적 요건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General Mills는 공급업체들이 본 윤리 강령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 준수 현황을 

평가하고 입증할 것입니다. 본 윤리 강령을 위반할 경우, 공급업체와 General Mills의 비즈니스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윤리 강령은 

General Mills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General Mills 제품에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General Mills의 공급업체와 그 자회사, 계열사 및 하청업체(각각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전체 공급망 내에서 본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사를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및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자신들의 공급업체가 본 윤리 강령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당사의 윤리 강령 그리고 네 가지 책임 있는 조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권 

•  보건 및 안전 

•  환경 

•  정직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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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General Mills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 보호가 회사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가치사슬 전반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이주 노동자,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General Mills는 국제노동기구의 1998년 

노동자기본권선언과 유엔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원칙을 지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 공급업체는 최소한 다음의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 공급업체는 어떠한 종류의 비자발적 노동, 노예 노동, 강제 노동, 감옥 노동, 채무 구속 

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인신매매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체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폭력의 위협, 강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조건으로 수수료 지불 또는 신원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미성년 노동: 공급업체는 15세 미만(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14세 미만) 또는 법적 최소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은 ILO 최악의 아동 노동 방지 협약(제18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건, 안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미성년자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공급업체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직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및 공정한 대우: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고용, 승진, 보상, 해고, 

퇴직 또는 기타 업무상의 모든 측면과 같은 고용 관행과 관련하여 인종, 카스트, 국적, 종교, 연령, 

장애, 성별, 외모, 결혼 상태, 성적 취향, 노조 가입, 퇴역 군인 신분, 정치적 의견, HIV/AIDS 감염 여부 

등을 기초로 어떠한 종류의 불법적 차별, 괴롭힘, 학대도 없어야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공급업체는 임금, 시간 외 수당, 복리후생비 등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보상을 직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관련 

표준산업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은 즉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나 직장에 계속 얽매여 있게 하기 

위한 용도로 임금 공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generalmills.com/how-we-make-it/putting-people-first/human-rights/human-rights-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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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공급업체는 근무 일정 및 초과 근무 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법을 비롯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 법률 및 단체교섭 계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연가 및 공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력 중개업체: 공급업체는 연관된 인력 중개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인증받거나 면허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 근로자는 작업장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마련한 주택에서 근무 시간과 비근무 

시간 중 언제든 깨끗한 식수 및 화장실과 같은 필수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직장 또는 고용주나 모집인이 

운영하는 거주지와 같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감금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 또는 

개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토지권: 공급업체는 자사의 운영 및 조달 방식에 영향을 받는 여성, 원주민, 지역 사회의 토지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재산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모든 

협상은 자유의사, 사전 통보, 사전 동의, 계약 투명성 및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General Mills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당국이 불법적인 

토지수용을 행하는 것에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 및 안전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General Mills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급업체는 이 영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보건 및 안전 법률, 규정 및 산업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 공급업체는 최소한 다음의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 및 품질: 소비자들은 General Mills가 안전한 고품질 식품을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당사도 

공급업체들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과 General Mills 식품 안전 및 

품질 정책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품질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General Mills 정책과 법적 요건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안전 또는 품질 문제에 대한 모든 우려를 General Mills 식품 안전 및 

품질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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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 환경: 공급업체는 작업 환경에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을 제거, 제어, 완화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직장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직원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작업 현장에서 보건 및 안전 관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결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화학물질 노출, 먼지, 소음, 매연 등 근로자의 노동 위생 위험 

노출을 평가해야 합니다. 

 
조사: 공급업체는 사고 및 응급 상황을 기록하고 조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근로자가 사고 또는 응급 상황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한 근무 조건을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 공급업체는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비상 보고, 경보 시스템, 

작업자 알림 및 대피 절차, 작업자 교육 및 훈련, 구급약품 사용,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사용, 접근 

가능한 출구 위치 등 대응 시스템을 구비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General Mills의 목표는 기후에 관한 정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환경 발자국을 계속 줄이는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환경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물/에너지/농업 

투입량 감소 또는 최적화, 수질 오염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자체적인 환경 성과를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General Mills는 Scope 1-3 온실가스 배출, 재생 에너지 사용 등 환경 표준과 환경 측정 기준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공급업체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별 정책: General Mills에는 특정한 팜유 정책이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 공급업체는 General Mills에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General Mills는 업스트림 공급망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공급망 원산지 확인을 공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현재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규정을 준수할지에 대한 계획을 General Mills와 공유해야 합니다. 

  

https://www.generalmills.com/how-we-make-it/healthier-planet/environmental-impact/climate-change/climate-policy
https://www.generalmills.com/-/media/Project/GMI/corporate/corporate-master/Files/Issues/GMI-Palm-Oil-Policy-March-2022.pdf?rev=37c6312b71dc4162861d926784b6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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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비즈니스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General Mills 문화의 핵심입니다. 공급업체는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춰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법을 비롯한 부패방지 및 뇌물 방지법이 포함됩니다. 

 

당사 공급업체는 최소한 다음의 정직한 비즈니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공급업체는 정부 관계자와 거래할 때 또는 어떠한 업무 협정에 있어서도 뇌물, 리베이트, 

호의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 상충: 공급업체와 General Mills 또는 정부 관계자 간의 모든 이해 상충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General Mill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이해 상충으로는 공급업체의 사업에서 

공무원 또는 정당이 갖는 소유권이나 이해관계, General Mills 직원과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이해 상충은 General Mills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물 및 접대: 선물과 접대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오로지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General Mills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상품권 또는 바우처, 대출, 주식, 또는 스톡 옵션 등)을 선물로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General Mills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단일 품목의 경우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된 선물 총액은 연간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권: General Mills 기밀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내부자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 및 

기타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비밀 정보, 비즈니스 운영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관리해야 

합니다. 

 

보복 방지: 공급업체는 General Mills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규정 준수 또는 윤리적 

문제를 신고하는 사람, 불만 사항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는 사람, 환경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등의 불법적인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불만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들의 불만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조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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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및 규정 준수: 

 
고충 처리: 공급업체는 투명하고, 익명이고(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편견이 없고, 대응적이고, 

기밀이 유지되고, 공급망 전반에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General Mills 비즈니스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보고하려는 공급업체나 소속 직원은 General Mills 

담당자 또는 General Mills 윤리 

라인(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ko/gui/14580/index.html)에 연락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210-2878로 전화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전화를 거는 방법은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ko/gui/14580/index.html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윤리 라인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 평가 및 규정 준수: General Mills는 본 윤리 강령의 준수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General Mills의 모든 감사, 평가 및 문서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책임 있는 조달, 사이버 보안, 금융 위험, 부패방지입니다. 

 

'책임 있는 조달' 감사는 직원 면담과 공급업체 기록 및 비즈니스 관행 검토를 포함하는 시설 

검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APSCA 감사인과 승인된 감사 회사에서 수행해야 하며, 비용은 

공급업체가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본 윤리 강령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급업체는 General 

Mills가 만족할 때까지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eneral Mills 책임 있는 조달 감사 

공급업체 안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nam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14580/index.html&data=04|01|Alex.Popp@genmills.com|3f1f765b8fc44ab6924c08da1815895f|0c33cce8883c4ba5b61534a6e2b8ff38|0|0|637848778041238535|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XrewTOV77Y1Ap1ubm1IVaxOmKfc5UNbCzBRc+nz+A98=&reserved=0
https://nam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14580/report.html&data=04|01|Alex.Popp@genmills.com|3f1f765b8fc44ab6924c08da1815895f|0c33cce8883c4ba5b61534a6e2b8ff38|0|0|637848778041238535|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LPefxgSl1XtvZvfQn4ULS5zxdRcx1CE/TK0UudZXURs=&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