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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Speak 

00308 442 0074 또는 https://wrs.expolink.co.uk/wpp 

WPP와 그 자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WPP 정책이나 WPP 윤리 강령 위반과 같은 우려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직속 상관이나 다른 매니저와 이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WPP는 직원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직원, 프리랜서, 컨설턴트, 공급업체, 제3자가 WPP나 그 자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이나 행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철저한 비밀 유지 아래 신고할 수 있도록 WPP는 무료 헬프라인 Right to Speak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의 익명성을 보호합니다. 

Right to Speak로 어떤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부적절한 비즈니스 계약, 데이터 보호, 보안, 의심스러운 부패 행위, 뇌물 혐의, 사기, 보건 및 안전 문제 등 
매니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불편한 모든 우려 사항을 Right to Speak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또는 희롱 같이 옳지 않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신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to Speak를 통해 우려 사항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Right to Speak의 사용은 자발적이며 완벽히 기밀이 보장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308 442 0074 또는 https://wrs.expolink.co.uk/wpp 

Right to Speak는 WPP와 관련 없는 제3자 업체 Expolink가 관리합니다. Expolink는 WPP를 
대신하여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Right to Speak를 운영합니다.  

주의: 

1. Right to Speak에 전화 시 원하지 않는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2.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3. Expolink는 귀하의 신고 내용을 WPP 법무 팀 내 선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4. Expolink는 귀하의 신고 내용을 WPP에 전달한 후 귀하의 통화와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Right to Speak 전화를 통해 신고하고 싶지 않은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우려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rs.expolink.co.uk/wpp 

헬프라인,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우려는 기밀로 취급되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검토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정보 

WPP는 우려를 신고한 개인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WPP는 직원들이 보복 당할 염려 
없이 선의에 바탕을 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rs.expolink.co.uk_wpp&d=DwMGaQ&c=CDdvFPBodg6zvqzZYTN4Ng&r=eenDZj3OkEWGyqaWmx86_8vAR-ATo5BbOCJZzluTp10&m=KI0Barmn0nl3s70x7ntn78vnpAuypfEPBKoLm1QkPwU&s=fq75nMpldztlK0DGnClddX5BndWEkDl-qoLsEXcZvmk&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rs.expolink.co.uk_wpp&d=DwMGaQ&c=CDdvFPBodg6zvqzZYTN4Ng&r=eenDZj3OkEWGyqaWmx86_8vAR-ATo5BbOCJZzluTp10&m=KI0Barmn0nl3s70x7ntn78vnpAuypfEPBKoLm1QkPwU&s=fq75nMpldztlK0DGnClddX5BndWEkDl-qoLsEXcZvmk&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rs.expolink.co.uk_wpp&d=DwMGaQ&c=CDdvFPBodg6zvqzZYTN4Ng&r=eenDZj3OkEWGyqaWmx86_8vAR-ATo5BbOCJZzluTp10&m=KI0Barmn0nl3s70x7ntn78vnpAuypfEPBKoLm1QkPwU&s=fq75nMpldztlK0DGnClddX5BndWEkDl-qoLsEXcZv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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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유로 인해 신고자에게 후속 조사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WPP 윤리 강령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pp.com/wpp/about/howwebehave/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