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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무어스 경영진 발표 - 공급업체 CSR 평가

생산 및 공급 파트너 여러분께,

9 월 13 일 케무어스는 기업 책임 약속(Corporate Responsibility Commitment)(CRC)이라는 10 가지 야심찬 목표를 시장에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케무어스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참여하고, 첫번째 기업
책임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 약속을 통해 케무어스의 조직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고 주주들에게 케무어스가 진정 특별한 화학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무어스 임원, 직원, 고객 및 지역 사회가 거는 기대는 케무어스의 기업 책임 약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케무어스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려는 여정에 생산 및 공급 파트너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있어 제품 생산 및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일이며, 이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에 케무어스만의
독자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공급업체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케무어스의 사업을 펼치는 데 생산 및 공급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여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파트너가 본사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케무어스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여정에 핵심 파트너를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견고히 성장하는 생산 및 공급망을 보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무어스의 핵심 공급업체인 파트너 여러분이 기업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케무어스는 이번 평가가 파트너 여러분의 역량을 가늠할 기준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coVadis 가 진행하는 이번 평가 비용은 케무어스와 파트너 여러분이 반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ees.ecovadis.com 을 확인하세요.) 본사는 EcoVadis 공통 플랫폼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서를 표준화 하며,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 CSR 점수표를 다른 고객과 공유함으로써 파트너 여러분의 종합적인 CSR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무어스 역시 EcoVadis CSR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지속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는 이번 전략적인 계획에 참여해 주시고, 이 CSR 평가를 완료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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