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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upport and protect human rights wherever we can. As a responsible 
company with operations in nearly 100 countries and territories, we 
believe that strong ethics and good business go hand in hand and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ies and 
jurisdictions in which we operate. 

IHG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IHG는 

거의 100여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강력한 

윤리의식과 번성하는 사업은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IHG는 

IHG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와 사법권의 법과 규제를 준수합니다. 

  
To demonstrate our commitment in this area we: 
 

이 분야의 IHG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IHG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suppor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ose of our 
employees, the parties we do business with and the communities 
where we operate 

 인권 보호 지원, 특히 IHG의 직원, IHG와 함께 사업을 하는 당사자, 

IHG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인권 보호 지원 

 respect our employees' rights to voluntary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the law 

 법에 따라 IHG 직원들의 자발적인 단체/결사의 자유 및 권리를 존중 

 provid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 제공 

 do not support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or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강제 노동 및 어린이 착취를 지지하지 않음 

 support the elimination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promote 
diversity in the workplace 

 취업 차별 철폐 지지 및 직장에서의 다양성 장려 

 provide our employees with remuneration and tools for growing their 
careers, and take their wellbeing into consideration 

 직원들에게 급여와 커리어를 발전시킬 도구를 제공하며 그들의 

복지를 고려 

 promote fair competition and do not support corruption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부패를 거부 

 conduct our business with honesty and integrity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관련법을 준수하며 정직과 청렴으로 사업 운영 

 develop and implement company procedures and processes to 
ensure we comply with this policy. 

 이 정책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개발하고 사내에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