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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필름그룹 기업행동헌장·행동규범에 관하여
후지필름그룹의 경영의 근간에는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과제의 해결이 있다. 그리고 선진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이념으로 삼으며, 창업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ʻ
신뢰’와 사회에 대한 ʻ성실’을 소중히 여기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헌이 요구되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의식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확대 영향으로 인해 세계인의 생활이 급변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후지필름그룹은 다양한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 이는 
그룹에 속하는 개개인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업이념을 의식하고 ʻ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정신으로 전력을 다해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지침이 되는 것이 ʻ기업행동헌장’과 ʻ행동규범’이다. ʻ기업행동헌장’은 
후지필름그룹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하는 기본방침을 정리한 것이며 ʻ행동규범’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후지필름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이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후지필름그룹은 사회로부터 한층 더 신뢰를 얻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는 여기서 ʻ후지필름그룹 기업행동헌장·행동규범’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여러분도 후지필름그룹의 
직원으로서 본 헌장과 규범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All-Fujifilm”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회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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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행동헌장·행동규범의 제정 및 개정은 후지필름홀딩스 주식회사의 ESG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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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제도 관련

행동규범을 지키는 데 궁금한 내용이 생기거나 행동규범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사내의 작은 문제가 그룹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장 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만, 직장 상사에게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상담하기 힘들 
경우에 상하관계나 조직을 뛰어넘어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문 또는 회사 및 지역의 
내부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중상모략이나 악의를 품은 허위 신고·상담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창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후지필름그룹 및 각 지역·회사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신고제도 관련

행동규범을 지키는 데 궁금한 내용이 생기거나 행동규범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사내의 작은 문제가 그룹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장 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만, 직장 상사에게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상담하기 힘들 
경우에 상하관계나 조직을 뛰어넘어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문 또는 회사 및 지역의 
내부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중상모략이나 악의를 품은 허위 신고·상담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창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후지필름그룹 및 각 지역·회사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