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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STROM 파트너 행동 강령 

우리는 회사로서 우리의 운영 능력 이상으로 직원, 고객 및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최고의 가치 제품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양질의 제품,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및 양질의 커뮤니티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는 공급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공급업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파트너 행동 강령 준수: Nordstrom 파트너 행동 강령에는 Nordstrom, Inc. 또는 그 

자회사(‘Nordstrom’ 또는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에이전트, 벤더, 제조업체, 공장, 창고 및 

하청업체(‘공급업체’)가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이러한 파트너 행동 강령에 명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공급업체는 그 

산하의 모든 공급업체, 벤더, 서비스 제공업체, 에이전트, 창고, 공장 및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및 산하 공급망의 규정준수를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절차, 교육 및 기록 보관 관행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계약에는 이러한 파트너 행동 강령에서 자세히 설명한 동일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담길 수 있습니다. 본 파트너 행동 강령과 특정 공급업체 계약 조항이 

불일치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 우선합니다. Nordstrom 은 파트너 행동 강령 또는 

계약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준수: 파트너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공급업체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제조국 또는 수출국 등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Nordstrom 의 인권 약속에 기술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Nordstrom 공급업체가 글로벌 업체임을 의식하여 본 파트너 행동 강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유엔(United Nations,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세계 인권 선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 기타 관련 ILO 협약, UN 아동권리협약, 공정근로기준법(노동부 모니터링 

지침)의 관련 섹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패 방지: 공급업체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캐나다의 외국 공무원 부패방지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뇌물수수,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및/또는 부패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사업 기회를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주어서(‘뇌물수수’)는 안 됩니다. ‘공무원’에는 

국내외 정부의 공무원, 정당 또는 그 직원, 공직 후보자 혹은 조직의 전체나 일부를 정부가 

소유한 경우 해당 조직 및 그 직원을 포함합니다. 국가에 따라 뇌물수수가 현지 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법에 저촉되며, 공급업체가 이러한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https://n.nordstrommedia.com/id/9ddcdbff-4c69-4d5c-b9a8-7d0837f010b2.pdf?jid=j011535-13617&cid=00000&cm_sp=merch-_-corporate_social_responsibility_13617_j011535-_-freelayout_corp_p01_info&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introduction-to-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nventions-and-recommendations/lang--en/index.htm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introduction-to-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nventions-and-recommendations/lang--en/index.htm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030:0::NO:::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http://www.nordstromsupplier.com/Content/SC_Manual/Garment%20Monitoring%20Guide_2_.pdf
http://www.nordstromsupplier.com/Content/SC_Manual/Garment%20Monitoring%20Guide_2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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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ordstrom 은 상업적 뇌물수수를 금지합니다. 공급업체는 부적절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Nordstrom 과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결제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Nordstrom 에 이 회계 사본을 제공하거나 

Nordstrom 이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모든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공급업체는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Nordstrom 

직원과 행동을 취하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Nordstrom 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Nordstrom 직원과 가족 또는 기타 밀접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Nordstrom 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명목 가치가 1 년에 $100 이 넘는 

선물을 Nordstrom 직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와 같은 현금 등가물을 

Nordstrom 직원에게 절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NORDSTROM 정보 보호: 공급업체는 Nordstrom 과의 계약의 일환으로 Nordstrom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Nordstrom 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Nordstrom 의 기밀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통제를 갖추어야 하며 Nordstrom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Nordstrom 의 상표, 로고 및 독점적인 작업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들은 계약한 

서비스를 이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정보를 Nordstrom 의 어느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무역: 공급업체는 미국 및 캐나다의 관세 수입법을 포함하여 글로벌 무역을 규제하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원산지 생산 검증 및 특혜 무역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미국의 

대테러 세관무역 파트너십(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캐나다의 보호 대상 파트너(Canada Partners in Protection, PIP) 또는 

국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AEO)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제 공급망 보안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 및 청소년 근로자: 공급업체는 15 세 미만, 해당 현지의 법률에 명시된 최소 연령 

미만 또는 의무 교육 이수 연령 중 더 높은 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과정의 일부로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일의 특성 상 또는 일이 수행되는 상황 상 청소년 

근로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ILO 협약 제 182 호 및 국가위험작업목록(해당되는 경우)에서 정의하는 위험 

작업에 18 세 미만의 사람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 호와 

182 호 및 UN 아동권리협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노동: 공급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착취 없는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죄수 노동, 연기 계약 노동, 예속 노동, 국가 동원 강제 노동,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 



   
 

 

Nordstrom Partner Code of Conduct  

Updated January 2022 3 / 5 페이지 

 

강압 또는 노예 제도를 이용한 노동,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정의된 노동, ILO 

강제 노동 지표 및 부속 지침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정의된 노동 등, 어떠한 종류의 비자발적 

노동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미국 관세법, 미국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또는 미 적국에 대한 제재법 등 

강제노동방지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목적 또는 고용 조건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혹은 제 3 자에게 일체의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를 고용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신원 문서, 재정 보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관행은 금지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 호 및 105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Nordstrom 의 강제 노동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괴롭힘 및 학대: 공급업체는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체벌, 강압, 위협을 비롯해 신체적, 성적, 심리적, 언어적 괴롭힘, 폭력 또는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벌금을 징계 관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서면으로 작성된 징계 정책 및 절차와 징계 조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별의 

사람들은 공급업체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급업체, Nordstrom 또는 Nordstrom 이 

임명한 직원에게 우려 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ILO 협약 190 호 및 UN 

이행원칙 29 호와 31 호를 참조하십시오. 

임금 및 복지: 공급업체는 문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든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법적 수당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적어도 최소 임금, 산업 임금 또는 

단체 협약에서 협상한 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현지의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성별의 직원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을 정도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5 호 

및 13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공급업체는 해당 법적 한도 또는 주당 60 시간 중 더 적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안 됩니다.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비율로 

보상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근로자가 정규 작업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처벌 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7 일 중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미국 

노동부 법률을 위반한 제품 통상을 금지하는 조항인(Hot Goods guidelines) 예방 조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4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 및 안전: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서면 표준도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건물 구조와 시설, 전기 안전, 화재 

안전, 화학 안전, 위생, 비상 대비, 응급 처치, 개인 보호 장비 및 기타 안전 정책과 관련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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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 표준도 해당됩니다. 공급업체는 누구도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건 및 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7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금지: 공급업체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사회적 또는 민족적 출신, 계급, 노동조합 

가입여부, 종교, 나이,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임신, 자녀 유무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또는 감각적 장애, 정치적 견해, 개인적 특성 또는 신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정체성의 

표현, 또는 현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성을 비롯한 모든 배경을 가진 유능한 사람의 모집, 

고용, 승진 절차를 포함한 고용 관행에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0 호 및 11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참여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에 대응해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조사하거나, 감시하거나 권리 행사를 

이유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또는 기타 대표 조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사의 자유 또는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가 현지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결사 및 

교섭을 위한 유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호, 

98 호 및 154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급업체 경영진에게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러한 

우려사항을 익명 및/또는 기밀로 제기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모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고충 제기 및 해결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UN 이행원칙 29 호 및 3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공급업체는 운영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Nordstrom 제조 제품은 브랜드 승인 없이는 재판매, 기부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미판매 상품이나 불량재고 폐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단계의 이용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그램은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외에는 대안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에너지, 공기, 배출물, 폐기물 및 수자원에 대한 환경 영향을 

관리, 추적 및 기록하고 최소화하며 화학 물질 및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방출, 저장,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 및 킴벌리 프로세스: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 및 다이아몬드 조달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조달에 관련된 도드 

프랭크(Dodd-Frank) 법 1502 항에 해당하는 분쟁 광물은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또는 그 인접 국가에서 무력 분쟁 및 인권 침해 여건 하에서 

채굴한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총칭하여 ‘3TG’)입니다. 1502 항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는 

제품에 사용하는 ‘3TG’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1502 항에 따른 보고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하며, Nordstrom 이 1502 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Nordstrom 이 

요청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합니다. 킴벌리 프로세스 결의안은 책임 있는 다이아몬드 조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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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개인적 지식 또는 다이아몬드 공급업체가 제공하고 모든 

송장에 명시된 서면 보증을 기반으로 다이아몬드가 분쟁 광물이 아님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분쟁 광물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복지: 공급업체는 동물 복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5 가지 자유’를 기반으로 동물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취급해야 한다는 기대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실천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Nordstrom 은 진짜 동물 모피 또는 이국적인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국적인 동물 가죽 및 모피 사용 금지 정책(Exotic Animal 

Skin and Fur Free Polic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공급업체는 Nordstrom 이 공급업체의 공장, 창고 및 기타 하청업체를 비롯한 공급업체의 

관행 또는 시설을 감사하거나 검사하여 이러한 파트너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Nordstrom 지정 공급업체는 Nordstrom 이 모든 Nordstrom 지정 

공급업체의 공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투명하게 운영하며 파일에 정확한 문서를 유지하고, Nordstrom 담당자와 지정된 

제 3 자 모니터 담당자가 모든 성별과 수행할 기밀 작업자 인터뷰를 포함하여 발표 및 미발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통제 및 하도급 변경(Nordstrom 지정 공급업체만 해당): Nordstrom 지정 공급업체는 

Nordstrom 생산을 맡은 공장의 소유권, 위치, 매각, 매입 또는 통제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Nordstrom 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변경 사항에 따라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공장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장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Nordstrom 지정 공급업체는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Nordstrom 의 서면 승인 없이 제조 공정의 어떤 부분도 하청을 주면 안 됩니다. 

위반 사항 보고: 공급업체는 파트너 행동 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Nordstrom 에 보고해야 합니다. Nordstrom 직원 또는 Nordstrom 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불법적이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공급업체는 즉시 

Nordstrom 에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 또는 

www.npg.ethicspoint.com 또는 수신자 부담인 1.844.852.4175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ordstrommedia.com/id/1a03cfc9-d1a4-4818-b45d-ce0dc802b33b.pdf
https://www.sheltervet.org/five-freedoms
https://www.nordstrom.com/browse/nordstrom-cares/strategy-governance-reporting/policies-commitments?breadcrumb=Home%2FNordstrom%20Cares%2FStrategy%2C%20Governance%20%26%20Reporting%2FPolicies%20%26%20Commitments
https://www.nordstrom.com/browse/nordstrom-cares/strategy-governance-reporting/policies-commitments?breadcrumb=Home%2FNordstrom%20Cares%2FStrategy%2C%20Governance%20%26%20Reporting%2FPolicies%20%26%20Commit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