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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n 직원 여러분, 
 
괴롭힘은 대단히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팀으로 함께 일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Lifting Olin People 을 포함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Olin 약속은 Olin 에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과 표현, 종교나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취향, 결혼/동거인 상태, 건강 상태, 유전 정보, 군경력 또는 퇴역 군인 여부, 그 밖에 법으로 보호되는 모든 

개인의 특성들 그 어느 것도 괴롭힘의 대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에 가담하는 직원은 누구이든 

해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분명합니다. 
 
많은 법률과 규정이 해석의 영역이 있고 괴롭힘에 대한 규칙도 예외는 아닙니다. 괴롭힘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고용에서의 징계뿐 아니라 확증된 괴롭힘 사건들의 경우 Olin 에 벌금 부과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이 단지 무해한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불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할 때 이를 알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공격적인 행위를 멈추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계속되면 상사, 인사 부서, 법무 부서 또는 지역 윤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위에 언급한 리소스에게 알리는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다른 사람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Olin 의 기밀 24 시간 헬프라인(800-362-8348)에 신고하십시오. 국제 전화 

1-770-810-1127 로 USA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각 국에서 이용 가능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목록은 www.Olinhelp.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 언어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www.Olinhelp.com에서 제공되는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비밀 헬프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Olin 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일터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고 모두가 환영받고 포용되는 업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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