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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CEO 메시지
MESSAGE

JSR 그룹은 2011년 4월부터 기업이념체계(3~4페이지 참조)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식과 행동을 장려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이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번, ‘JSR 그룹의 기업윤리강령’의 행동규범을 새로운 경영방침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맞추어 개정하여 새로이 ‘기업윤리행동규범’이라 칭하기로 했습니다.
‘JSR 그룹 기업윤리강령’의 행동규범은 경영방침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존, 공급체인의 환경과 사회에 대해 배려하고 사회공헌,
위기관리, 사원에게 도전과 활약의 장을 제공하는 일 등,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행동규범도 포함했습니다.
JSR 그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업무를 수행할 때 판단을 망설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부서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경영방침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윤리강령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여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바람직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성실히 다하고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JSR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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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윤 리

행 동규범

－ 머 리 말 －

제정의 목적
이 행동규범은 JSR 그룹 각 회사가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방침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을 달성하기 위해 JSR 그룹 각 회사 및 임직원(사원, 촉탁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사원,
파견사원) 한 명 한 명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으로서 제정되었습니다. JSR 그룹은 임직원이
이 행동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JSR 그룹은 임직원이 이 행동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명령받아 그 실행을 거부했을 경우, 거부했다는을 이유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구성
경영방침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포함된 항목인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의 각각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항목에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행동규범을
최종적으로 추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JSR 그룹 기업윤리강령’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JSR 그룹 기업윤리강령’에서는 JSR 그룹 각 회사를 ‘JSR 그룹’으로 표기합니다.
2017년

Division

Company Name

Elastomer Business

ELASTOMIX CO., LTD.
Emulsion Technology, Co., Ltd.

Plastics Business

Techno Polymer Co., Ltd.
JAPAN COLORING CO., LTD.

Fine Chemicals Business

JSR Micro Kyushu Co., Ltd.
D-MEC LTD.

Life Sciences Business
& Others

JSR Life Sciences Corporation
JM Energy Corporation
JSR Trading Co., Ltd.
JSR ENGINEERING CO., LTD.
JSR Logistics & Customer Center Co., Ltd.
JSR Business Services Co., Ltd.

ELASTOMIX (THAILAND) CO.,LTD.
ELASTOMIX (FOSHAN) CO., LTD.
PT.ELASTOMIX INDONESIA
Tianjin Kuo Cheng Rubber Industry Co., Ltd.
JSR BST Elastomer Co., Ltd.
JSR Elastomer Korea Co., Ltd.
JSR Elastomer Europe GmbH
Techno Polymer Hong Kong Co., Ltd.
Techno Polymer (Thailand) Co., Ltd.
Techno Polymer (Shanghai) Co., Ltd.
Techno Polymer Guangzhou Co., Ltd.
TECHNO POLYMER AMERICA, INC.
Techno Polymer Shanghai Technical Development Co., Ltd.
Techno Europe N.V.
JSR Micro, Inc.
JSR Micro N.V.
JSR Micro Korea Co., Ltd.
JSR Micro Taiwan Co., Ltd.
JSR Micro (Changshu) Co., Ltd.
EUV Resist Manufacturing & Qualification Center N.V.
J & W Beijing Biotech Co., Ltd.
KBI Biopharma, Inc.
JSR (Shanghai) Co., Ltd.
JSR Trading (Shanghai) Co., Ltd.
JSR Trading, Inc.
JSR Trading Bangkok Co., Ltd.

일본부틸(주), 제이에스알 크레이튼 엘라스토머(주), 금호폴리켐(주)에 대해서는 본 요강을 준용하거나 이를
참고로 독자적인 요강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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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현재

JSR 그룹의 기업이념체계
기업이념

Materials Innovation

소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사회(사람.사회.환경)에 공헌합니다.

경영방침
변하지 않는 경 영 의 축
끊임없는 사업창조
끊임없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한 소재도 변하고 있습니다. JSR은 현재의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요구 실현에 공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기업풍토의 진화
계속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소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 및 조직은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풍토를 지켜 나가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진화된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경영과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치의 증대
소재를 통한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기업가치의 증대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의
향상과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중시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 한 책 임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
JSR 그룹의 모든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입니다.
■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도전과 진화를 계속합니다.
■ 고객 만족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향합니다.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성의를 다해 임하고 항상 공명정대한 거래관계를 유지합니다.
■ 공급체인의 환경 및 사회에 대한 고려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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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책임
JSR그룹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공평한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 구성원에게 항상 도전의 장을 제공합니다.
■ 구성원 각자의 인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인간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활동(RC:responsible
care)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지구환경적 부담을 더는 것을 포함한 지구환경보전의 요구에 대해 친환경 제품을제공합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한
고려를 계속합니다.
■사업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합니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소재를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기업가치 증대를 지향합니다.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항상 도모합니다.
■투명성이 높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함으로써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행동지침: 4C
Challenge (도전)

JSR 그룹 임직원 한 명 한 명은 글로벌 관점에서 상황을 살피고 항상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착수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 다음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Communication (대화)

JSR 그룹의 각 구성원은 공통적 기본 가치관에 기초한 그룹 및 회사의 방침,
부서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또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실행에 열중합니다.

Collaboration ( 협동)

JSR 그룹의 각 구성원은 사내 조직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가슴에
새겨 서로 협력합니다. 또한,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외부와의 협동을 통해
업무를 추진합니다.

Cultivation (공육)
JSR 그룹 임직원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중시한 인재육성을 통해 상사와 부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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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15개 기업윤리 행동규범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기업이념

Materials Innovation
소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사회(사람.사회.환경)에 공헌합니다.

경 영 방침

끊임없는 사업창조
기업풍토의 진화

변하지
않는 경영의 축

기업가치의 증대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에
대 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Challenge (도전)
Communication (대화)

행 동 지침

Collaboration (협동)

4C

Cultivation (공육)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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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윤리 행동 규범
기업윤리 행동규범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행동규범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에 관한 행동규범
선물 및 접대에 관한 행동규범
일하기 편한 직장환경 조성에 관한 행동규범
환경 및 안전에 관한 행동규범
인권 보호에 관한 행동규범
위기관리에 관한 행동규범
사회공헌에 관한 행동규범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련에 관한 행동규범
국제사회와의 공존에 관한 행동규범
적절한 정보의 기록과 개시에 관한 행동규범
인사이더 거래방지에 관한 행동규범
공정한 일상 업무 수행에 관한 행동규범
JSR 그룹의 재산 사용 및 지적재산에 관한 행동규범
정보 관리에 관한 행동규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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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

경영방침「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JSR 그룹의 모든 고객과 거래처에 대한 책임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위한 도전과 진화를 계속합니다.
■고객 만족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향합니다.
■모든 거래처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거래관계를 유지합니다.
■공급체인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고려를 계속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윤리 행동규범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규범

주주에 대한 책임

1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행동규범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함은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물론 제품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제품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한 제품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시다.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
향상하도록 노력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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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정하고 적정한 거래에 관한
행 동규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부당 행위를 행하지

수 있는 공평성을

세계
에

❷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할
랑

다.
합니
현
실

독점금지법 등의 거래규제법을 준수합니다.

자

❶ 기업의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일본 및 타국의

않습니다.

❸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입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나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환율및 국제무역법 등의 수출입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수출입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구매거래는 경제 합리성에 근거한 투명하고

❹ 공평한 거래가 기본이며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법령의 준수, 자원보호, 환경보전,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공헌에 힘씁니다.

3

선물 및 접대에 관한 행동규범
❶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치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의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및 영업상 부정한

불공정한 선물∙접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❷ 정치헌금이나 각종 단체 등에 대한 기부
등을 할 때는 정치자금규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정규 방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❸ 거래처, 관계처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선물 및 접대는 주고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는 하지 않습니다.

❹ JSR 그룹 내에서 선물이나 접대를
주고받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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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책임

경영방침「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임직원 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JSR 그룹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각 구성원은 공평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구성원에게 항상 도전의 장을 제공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인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윤리 행동규범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규범

주주에 대한 책임

일하기 편한 직장환경
조성에 관한 행동규범

보다 일하기 쉬운
직장으로

❶ 구성원 각자의 업무, 역할, 공헌도와
적합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인사 및
처우를 행합니다.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❷ 구성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직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에 힘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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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연령, 국적,
민족, 인종, 출신,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신체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의 차별을
하 지 않습니다.

❹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❺ 업무상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권력희롱(Power

권력희롱∙
성희롱 금물!

Harasment)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의미를 지닌 행위나 발언에 의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❻ ‘안전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며,

사업활동의

대전제이다’를

근본으로

삼아 모든 관계자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께
일하는 동료의 심신 건강유지에 충분히 유의합니다.

❼ 법령이나기업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에 대해
부서장이나 사내외 상담전화를
통해 제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안심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상설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❽ 워크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생산성 및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를
서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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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책임

경영방침「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활동(RC :
Responsible care)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 지구환경적 부담을 더는 것을 포함한 지구환경보전의 요구에 대해 친환경 제품을
제공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한 고려를 계속합니다.
■ 사업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합니다.

기업윤리 행동규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규범
주주에 대한 책임

1

환경 및 안전에 관한 행동규범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❶ 사고나 산업재해가 없는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회와의
공존을 도모합니다.

❷ 제품의 개발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전에 노력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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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소중히

❸ 모든 사업활동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합니다.

❹ 지구 온난화 방지와 한정된 귀중한 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 모든 사업활동에서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폐기물 삭감, 자원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❺ 인간의 생활과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합니다.

2

인권 보호에 관한 행동규범

❶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으로 선언되었거나
각국의 헌법과 판례 등으로 보장된 기본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며 기본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❷ 국내외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존중합니다.

❸ JSR그룹뿐 아니라 거래처나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의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리스크 파악과
방지를 철저히

위기관리에 관한 행동규범

회사에 존재하는 표면화된 혹은 잠재적인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위기가 표면화된 경우 사업활동 및 회사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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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책임

4

사회공헌에 관한 행동규범
사회에 도움되는

❶ 기업이념에 기초한 사업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책임을 갖는

LESSON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책임

일원으로써 사회적 요구 및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❷ JSR이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화학∙기술’의 지식
및 기능을 살려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❸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사회와의 접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에 대한 책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5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련에
관한 행동규범

반사회적 세력과 관련되는 것은 거래관계를 포함하여
주주에 대한 책임

일절 차단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때는 경찰 등
반사회적 세력은
차단!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최고
경영진 이하 조직 전체가 의연한 태도로 단호히
거절합니다.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6

국제사회와의 공존에 관한 행동규범

국제적인 사업활동을 벌일 때에는 국제적 룰과 현지 법률을 준수할 뿐 아니라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현지 발전에 공헌하는 경영을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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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소재를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기업가치 증대를 지향합니다.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항상 도모합니다.
■투명성이 높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함으로써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윤리 행동규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행동규범

1

적절한 정보의 기록과 개시에 관한 행동규범

❶ 기업경영과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시 적재에 개시합니다.
❷ 사업활동 실태를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달성 과정을 중시하여 사실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며 기장하도록 노력합니다.

2

인사이더 거래방지에 관한 행동규범

❶ 업무상 지득한 JSR 그룹 또는 타 기업의 중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❷ 미공개 중요사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JSR 또는
당해 타 기업의 주식 등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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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 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책임

경영방침「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용과 회사의 품격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JSR 그룹의
모든 기업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합니다.
기업윤리 행동규범

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행동규범

1

공정한 일상 업무
수행에 관한 행동규범

❶ 상거래 등을 통하여 스스로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데 목적을 둔

주주에 대한 책임

정확하게 기록,
기장합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❷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 기장하며 허위 또는
가공으로 기록, 기장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❸ JSR 그룹 임직원은 JSR 그룹과 이익이
상반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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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SR 그룹의 재산 사용 및
지적재산에 관한 행동규범

❶ JSR 그룹의 시설, 기계, 기구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회사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공사혼동이 없도록
합니다.

❷ JSR 그룹이 보유하는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타사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정보 관리에 관한
행동규범

❶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하지 않습니다.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❷ JSR 그룹 및 고객과 거래처 등 제삼자의
비밀정보에 대해서 누설방지, 부정사용,

정보

부정개시의 배제 등 정보관리를 철저히

정보

하도록 노력합니다.
정보

❸ 재직 중 또는 이직한 후 재직 중에 얻은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❹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임원, 종업원
또는 거래처 등 제삼자의 개인 정보를
부정취득, 부정이용, 부정개시 등 방지에
노력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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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R 그룹의 CSR 추진체제
이사회
대표이사
CSR회의

아래 4개의 위원회를총괄,
지도하여 CSR
활동강화를 도모

기업윤리위원회

Responsible
Care

JSR그룹의
기업윤리 활동 추진
● 법령 준수의
확인과 폴로업
● 인권존중과
보장추진

추진위원회

●

●

＜사무국＞

CSR부

위기관리위원회
●

JSR그룹의 안전,
환경품질,
제품안전에 관 한
방침 설정 및 개정,
실시 촉진

JSR그룹을 둘러싼
위기 대응방침의
책정 및 계속적
개선

사회공헌위원회
●

JSR그룹이
도모해야 하는
사회공헌할동의
검토 및 추진

유엔 글로벌 콤팩트
JSR 그룹은 2009년 4월, 유엔이 제창한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금, 국제적으로 사업활동을 벌이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콤팩트 10
대 원칙이 강조하는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에 한층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으로 평가하고,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①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②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④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⑤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⑥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⑦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_

⑧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⑨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⑩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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