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통제 준수 정책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들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제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엔지니어링㈜ 및 오메가의 종업원, 오메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대리인(회사)들도 이
법에 저촉을 받으며 준수해야합니다.
위에 기술된 선언이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인신 구속,
수출자 지위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제품의 몰수 및 권리 상실. 이와 같은 처벌 및
불이익은 오메가 엔지니어링 회사및 관계사,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종업원이나 협력사는 적법한 징계 조치를 받게됩니다.
오메가 엔지니어링은 오메가 종업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게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법규나 오메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메가 엔지니어링은 보고된 위반 내용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메가 엔지니어링은 법규 준수에 대한 문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위반 사실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개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는 것이 기업 윤리 규범 및 각종 법
규정 준수를 실천하는 것임을 오메가 엔지니어링은 재차 강조하는 바 입니다.

EXPORT CONTROLS COMPLIANCE POLICY
Many nations, like the United Kingd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law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products, technology and software. Omega Engineering,
Inc., its employees and agents are subject to these laws and regulations.
It is Omega Engineering’s express policy to fully comply with all applicable export
controls. Failure to comply could result in civil or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nes, imprisonment, loss of export privileges, debarment, revocation of
previously approved licenses, seizure and forfeiture of goods. Such penalties may be
imposed on Omega Engineering, individuals employed by or otherwise affiliated with
Omega Engineering, or any combination thereof. Because of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export controls, employees or Omega
partners who knowingly violate such controls or compliance policy will be subject to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Omega encourages its partners, as well as its employees, to report any actions that may
be in violation of the law or any of Omega’s other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its part,
Omega has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address reported concerns. Omega does not
retaliate against individuals for asking questions, raising concerns about compliance
issues, or reporting possible misconduct.
Sound export control practices underscore Omega’s commitment to ethical business
behavior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