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환경보호 지침
지속성(SUSTAINABILITY)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경제와 환경과
넓은 의미의 사회에 대해 감당할 책임,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점으로 조화하도록
수용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의 건강과 안전,
자원의 경제적인 사용 그리고 자연과 청정 환경을
존중함이 우리 사업 정책의 기본 원리이다.
책임(RESPONSIBILITY)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방지함은 물론
작업장 안전 및 사람과 환경의 건강 보호에 관한
모든 법규와 규정에 완전 부합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전 종업원의 임무이다. 그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리더십의 임무이다.
제품(PRODUCTS)
우리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우리의 제품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부적정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생과 폐기를 포함하여
전체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프로세스(PROCESSES)
우리는 프로세스를 경제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도록 하며,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한다. 우리는 비상 사태에 대처하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협력 업체와도 협력한다.
지속적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우리의 프로세스와 행동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그 영향을
정기적으로 측정 함으로써 검토 한다.
이것은 개선에 대한 우리의 취약점과 잠재성을 인식하고,
작업장 안전 및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Guidelines of Work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ILITY
We accept that our actions must accord with the
economy, the ecology, and the responsibility we take
for the community at large, also with a view to future
generations. For this reason, respect for people’s
health and safety, for an economic use of resources,
and for a natural and clean environment are basic
principles of our business policy

RESPONSIBILITY
It is the task of all associates to help prevent the
endangering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to maintain strict compliance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work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It
is a leadership task to recognize such dangers, to
evaluate them, and to undertake appropriate actions.

PRODUCTS
We develop and manufacture products that are safe,
eco-friendly, and economical. Our products do not
affect people’s health and safety negatively and are
designe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ir entire life cycle including recovery and disposal.

PROCESSES
We design processes to ensure that – wherever
economically feasible – people’s health and safety
have priority and that effects on the environment are
kept to a minimum. We are prepared to cope with
emergencies. This is also the spirit in which we
cooperate with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CONTINUOUS IMPROVEMENT
We review our processes and our behavior on a
regular basis, just as we measure their effects on
people and on the environment. This is how we
identify weak points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ur program for work
safety and protection of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