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X Supplier Code of Conduct

IDEX 공급업체 행동 규정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applies to all
suppliers of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to
IDEX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d
entities.

본 공급업체 행동 규정은 IDEX Corporation 및 IDEX 의
자회사와 계열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While IDEX recognize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leg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which its
suppliers operate, IDEX has certain minimum
behavioral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for all
suppliers as set forth in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These behavioral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are consistent with the behavioral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that IDEX has for
its own Units.

IDEX 는 공급업체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본
공급업체 행동 규정에서는 모든 공급업체의 행동에
대한 최소 수준의 기대 사항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사항과 요구 사항은 IDEX 가
자사 사업부에 대해 규정한 것들과 일치합니다.

GENERAL EXPECTATION. It is expected that a
supplier will at all times act ethically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일반적인 기대 사항. 모든 공급업체는 항상 윤리적으로
처신하며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BRIBES AND OTHER IMPROPER PAYMENTS. A
supplier must never directly or indirectly offer, solicit,
accept, make or provide any bribe, kickback or other
improper payment or thing of value in connection with
any matter involving or relating to IDEX or any product,
service or technology it provides to IDEX.

뇌물 및 기타 부적절한 금품 수수. 공급업체는 IDEX
또는 IDEX 에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적절한 금품이나 유가품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수락하거나 전달하거나 제공해선
안됩니다.

EXPORT AND IMPORT OF PRODUCTS, SERVICES
AND TECHNOLOGY.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export and import laws, rule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any matter involving or
relating to IDEX or any product, service or technology it
provides to IDEX,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applicable export controls, trade sanctions and antiboycott regulations.

제품, 서비스 및 기술의 수출과 수입. 공급업체는 IDEX
또는 IDEX 에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모든 관련 수출 통제법, 무역 제재
규정 및 보이콧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수출/입 관련법,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CURRENCY CONTROLS AND MONEY
LAUNDERING.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currency controls and never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 in or cooperate with any money
laundering scheme in connection with any matter
involving or relating to IDEX or any product, services or
technology it provides to IDEX.

통화 규제 및 자금 세탁. 공급업체는 항상 관련된 모든
통화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IDEX 또는 IDEX 에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금 세탁 계획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됩니다.

ORIGIN AND SOURCE. It is expected that a supplier
will make the inquiries and conduct the due diligence
required to provide IDEX with the origin and source of
both the products it supplies to IDEX and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contained, included or used in
the products it supplies to IDEX. A supplier must never
provide IDEX with any product that it knows or
suspects to be counterfeit or to have an origin other
than the origin specified for such product or that
contains, includes or utilizes any material, component
or part that it knows or suspects to be counterfeit or to
have an origin other than the origin specified for such
material, component or part. In addition, a supplier
must never provide IDEX with any product that it
knows or suspects to contain, includes or utilize any
1
“Conflict Mineral” without advising IDEX that the
product contains, includes or utilizes such Conflict
Mineral.

원산지 및 출처. 공급업체는 문의하고, IDEX 에
공급하는 제품과 IDEX 에 공급하는 제품에 함유되거나
포함되거나 활용되는 물질, 성분 및 부품의 원산지와
출처를 IDEX 에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위조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제품에 대해 명시된 원산지 이외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어떤
제품도, 또는 위조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물질,
성분 또는 부품에 대해 명시된 원산지 이외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 성분
또는 부품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거나 활용하는 어떤
제품도 IDEX 에 절대로 공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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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어떤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 이든
함유하거나 포함하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어떤 제품도 해당 제품이 분쟁 광물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거나 활용한다는 것을 IDEX 에
알리지 않은 채로 IDEX 에 절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CONTROLLED PRODUCTS, SERVICES AND
TECHNOLOGY. A supplier must never provide IDEX
with any product, service or technology that it knows or
suspects to be subject to export controls or licensing
requirements or other similar controls or requirements
(e.g., ITAR-controlled or EAR-controlled (licensable)
product) without advising IDEX that the product,
service, or technology is subject to such controls or
2
requirements.

규제 대상 제품, 서비스 및 기술. 공급업체는 수출 통제
규정이나 면허 규정 또는 그와 유사한 통제 규정이나
법규의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임의의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예: ITAR 또는 EAR 규제
대상(면허 대상) 제품)을 동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이
그러한 통제 규정이나 법규의 적용 대상임을 IDEX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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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고 IDEX 에 제공해선 안됩니다.

PERSONAL FAVORS, LOANS, GIFTS AND OTHER
BENEFITS. A supplier must not directly or indirectly
offer, make or provide any personal favor, loan, gift or
other benefit to any IDEX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r any spouse or other close family member of any
IDEX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ther than a casual
favor or entertainment or non-money gift of nominal
valve tha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 decisions related to the supplier or its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and otherwise not
give rise to a conflict of interest with IDEX.

개인적인 특혜, 대출, 선물 또는 기타 편익. 공급업체는
모든 IDEX 이사, 임직원, 또는 IDEX 이사와 임직원의
배우자나 기타 직계 가족에게 개인적인 특혜, 대출,
선물 또는 기타 편익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주거나 제공해선 안됩니다. 단, 해당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기타
IDEX 와 이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일상적인 호의나
향응 또는 명목 상의 가치뿐인 금전이 아닌 선물은
예외입니다.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S. A supplier
must not have any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employment, consulting, financial or other arrangement
or relationship with any IDEX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r any spouse or other close family member
of any IDEX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that could
potentially influence decisions related to the supplier or
its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or otherwise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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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to a conflict of interest with IDEX.

계약 및 가족 관계. 공급업체는 IDEX 이사, 임원 또는
사원, 또는 IDEX 이사,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의
배우자나 기타 직계 가족과 동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IDEX 와 이권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소유권, 고용, 컨설팅, 금융
3
또는 그 외의 계약이나 가족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in hiring and employment practices.

차별대우 및 동등한 기회. 공급업체는 고용 및 취업
방식에서 차별 대우 및 동등한 기회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FORCED AND CHILD LABOR. A supplier must never
use forced or involuntary labor and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child labor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use only workers who meet minimum
age requirements in the locations in which it operates.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절대로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인력을 사용해선 안되며, 해당하는 모든
아동 노동 관련 법률,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하며, 사업 활동을 하는 지역의 최소 연령 규정에
일치하는 노동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WAGES AND WORKING HOURS.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wages and working hours in the
locations in which it oper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ime off and overtime pay.

임금 및 근무 시간. 공급업체는 사업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임금 및 근무 시간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휴가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법규가 포함됩니다.

ENVIRONMENT.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environment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endeavor to conduct its operations in a way that
preserves and protects the environment.

환경. 공급업체는 항상 모든 해당 환경 관련 법률,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HEALTH AND SAFETY.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health and safety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a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that promotes accident
prevention and minimizes exposure to health and
safety risks.
CONFIDENTIAL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a

건강과 안전. 공급업체는 해당되는 모든 건강과 안전
관련법,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 노출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밀 정보. 공급업체가 항상 내밀 정보를 보존 및

supplier will always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eserve and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will
never make or permit any unauthorized disclosure or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it may receive or
obtain or to which it may be given access in connection
with its relationship with IDEX, whether the information
relates to IDEX, any of its customers or other suppliers,
a potential acquisition or disposition, or otherwise.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IDEX 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접근 권한을 받거나 획득하거나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내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공개나 사용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그런 정보가 IDEX, IDEX 의
고객이나 공급업체, 잠재적인 취득이나 처분 또는 그
외의 것과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SECURITIES LAWS AND INSIDER TRADING.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securities and insider trad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must never use any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at it may receive or obtain in
connection with its relationship with IDEX, whether the
information relates to IDEX, any of its customers or
other suppliers, a potential acquisition or disposition, or
otherwise, to buy or sell stock or other securities of
IDEX or any other entity.

증권법 및 내부자 거래. 공급업체는 항상 해당되는
모든 증권 및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 정보가 IDEX, IDEX 의
고객이나 기타 공급업체, 잠재적인 취득이나 처분 또는
그 외의 것과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IDEX 와의 관계에
관해 받거나 획득하게 될 수 있는 임의의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IDEX 또는 기타 단체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선 안됩니다.

PERSONAL DATA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A supplier must alway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llection, processing, transmission, disclosure and
use of personal data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ny matter involving or relating to
IDEX or any product, service or technology it provides
to IDEX.

개인 정보 및 기타 사적인 정보. 공급업체는 IDEX 또는
공급업체가 IDEX 에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개인 정보 및 기타 사적인
정보를 수집, 처리, 전송, 공개 및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It is expected that a
supplier will always honor and respect proprietary
designs and drawing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ill never make or permit any
unauthorized use of proprietary designs or drawings,
paten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at it may receive
or obtain or be licensed or otherwise be permitted to
use in connection with its relationship with IDEX,
whether the designs or drawings, paten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long to IDEX, any of its
customers or other suppliers, or otherwise.

지적 재산권. 공급업체가 항상 독점적인 디자인과
도면,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IDEX 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받거나 획득하거나 사용권이 있거나
기타 사용이 허용되는 독점적인 디자인이나 도면, 특허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것은 그
디자인이나 도면,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IDEX,
IDEX 의 고객 또는 기타 공급업체에게 속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적용됩니다.

Each supplier of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to IDEX is expected to (1) adopt and carry out
processes and procedures within its own
organization that enable it to comply with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and (2) adopt and
implement with respect to its own suppliers a code
of conduct consistent with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IDEX 에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공급하는 각
공급업체가 (1)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업무 절차를 자체 조직 내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2) 자신의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에 일치하는 행동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y violation of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is
to be reported to IDEX immediately upon
discovery. Each supplier of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to IDEX must allow its employees to
report violations of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to IDEX without threat of retaliation or punishment.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IDEX 에 보고해야 합니다. IDEX 에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공급하는 각 공급업체는 자사 사원들이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 위반 행위를 IDEX 에 보고해도
보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위협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IDEX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each of its
suppliers of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to (1)
confirm and certify its acceptance of and
compliance with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and (2) permit IDEX to audit its compliance with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If a supplier fails to
comply with this Supplier Code of Conduct in any

IDEX 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공급하는 각
공급업체에게 (1)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정 및 인증하고 (2) IDEX 가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의미
있는 측면에서 이 공급업체 행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IDEX 는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공급업체와

significant respect, IDEX shall have the right to
wholly or partially suspend or terminate its
relationship with the supplier and any or all
outstanding purchase orders,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the supplier without penalty,
liability or obligation.
LGL-WW-10-125
October 24, 2013

체결한 임의의 모든 미처리 구매 주문, 계약 및 약정을
전부 또는 일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위약금, 채무 또는 책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LGL-WW-10-125
2013 년 10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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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inerals” are gold, tin, tantalum and tungsten and
derivatives thereof from conflict mines in and arou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cluding mines in Angola,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Republic, Rwanda,
Sudan, Tanzania, Uganda and Zambia.

1

2

The only exception would be a “made to print” product using
a drawing or design provided by IDEX.

2

3

3

The only exception would be an arrangement or relationship
that has been fully disclosed to IDEX and either (i)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IDEX’s Related Person
Transaction Policy (LGL-WW-10-110) or (ii) has been
approved by the IDEX General Counsel or Deputy General
Counsel and by a senior executive of the IDEX unit, group or
segment to which supplier is providing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who has no direct or indirect personal interest or
involvement in the arrangement or relationship. If supplier is a
public company, a nominal investment in supplier’s publicly
traded securities is not considered to be an arrangement or
relationship that could potentially influence decisions related
to the supplier or its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y or
otherwise give rise to a conflict of interest with IDEX.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은 콩고 민주 공화국 내외의
분쟁 중인 광산에서 나오는 금, 주석, 탄탈룸 및 텅스텐과
해당 물질에서 나온 원자재입니다. 분쟁 광산에는 앙골라,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공화국, 르완다,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및 잠비아의 광산도 포함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IDEX 가 제공하는 도면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인쇄용(made to print)" 제품입니다.
유일한 예외로는 IDEX 에 완전히 공개되었으며 (i) IDEX 의
관계자 거래 정책(Related Person Transaction Policy, LGLWW-10-110)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ii) IDEX 법률
고문(General Counsel)이나 법률 고문보(Deputy General
Counsel)가 승인하고 공급업체가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IDEX 사업부, 그룹 또는 업무 부서의 고위
중역(그 계약이나 관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개인적
이권이나 연루된 부분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이 승인한
계약이나 관계입니다. 공급업체가 상장 회사인 경우,
공급업체의 상장 거래되는 주식에 소액 투자하는 것은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기타 IDEX 와 이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이나 관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