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인테그리스 공급업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
영역

설명

EHS 와 지속
가능성

인테그리스 공급업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며, 천연자원 사용에
있어 책임감을 고취하는 사회, 환경, 건강 및 안전 표준/규범을 채택하려는 인테그리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참고: 인테그리스는 책임감 있게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인테그리스는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직원, 고객, 그리고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비즈니스 수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이 환경 ISO 14001 및 안전
ISO 45001 의 요구 사항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급업체 포털 링크: Microsoft Word - ENT020122C_Sustainable Supply Chain Policy
Letter_KOR Final 021722.docx (entegris.com)

협력업체
관리

인테그리스는 당사 공급업체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인증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급업체 인증 프로토콜에는 품질, 비용, 용량, 환경-사회 거버넌스 및 성과
기준이 포함됩니다.

RBA 및
규정
준수

인테그리스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강령을 지지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존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리스와 함께 일하는 공급업체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RBA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신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 RBA 약정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급업체 포털 링크: RBACodeofConduct7.0_Korean.pdf (responsiblebusiness.org)

윤리 제보
(내부고발)

이 정책은 인테그리스 공급업체에 적절한 채널과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인테그리스 최고
경영진에게 당사 직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통지(내부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테그리스 공급업체 윤리 제보 정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급업체 포털 링크: ent031122_en_supplier-whistle-blowing-letter-kor-final.pdf
(entegris.com)

자재
신고
정책

인테그리스는 제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 및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이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자재에는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있으며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보고
요구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재 적합성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업체 신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테그리스 자료 신고 정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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