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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icore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Umicore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유해한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고 중고 금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미래의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이 Global Sustainable Sourcing Policy는 공정 거래를 촉진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Umicore의 공급 활동에서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Umicore의 노력에 따라 직간접 구매에 대한 Umicore의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The Umicore Way는 Umicore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의 
초석입니다. 여기에는 Umicore의 성공에 중요한 개방성, 
혁신, 존중, 팀워크 및 헌신이라는 Umicore의 가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재라는 
Umicore의 사명을 정의합니다.

The Umicore Global Sustainable Sourcing Policy
는 The Umicore Way, Umicore Code of Conduct 및 
Umicore와 IndustriALL Global Union 간의 Global 
Framework Agre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Umicore는 강력한 윤리적 비즈니스 기준, 신뢰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유익한 관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업체 
네트워크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micore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Umicore의 전략적 포부를 지원하고 
Umicore의 전략적 포부와 일치하는 파트너십을 갖춘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싱은 Umicore의 지속 가능성 전략의 Zero 
Harm 원칙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2021년 6월에 발표된 
Umicore의 Let's go for Zero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사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 Net Zero GHG by 2035 – 2035년까지 
넷 제로 GHG 달성

• Zero Harm – 무해
• Zero Inequality – 불평등 제로
• Best in class Governance – 동급 최고의 

거버넌스

Umicore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umicore.com/sustainability

Umicore는 Umicore의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Umicore 
제품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는 점점 더 많은 고객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곳에서 책임 있는 
소싱 인증을 추구합니다. 

Umicore의 인증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annualreport.umicore.com

https://www.umicore.com/sustainability
https://annualreport.umic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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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급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인한 추가 고려 사항은 이 정책 전체에서 강조됩니다. 
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 건강, 안전, 윤리적 또는 규제적 측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특정 소싱 접근 방식에 대한 추가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Umicore Responsible Global Supply Chain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 High-Risk Areas 
• Umicore Sustainable Procurement Framework for Cobalt

이러한 원칙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Umicore는 공급업체가 비즈니스 무결성에 전념하고, 
공급망에서 지속 가능한 조달 원칙을 촉진하고, 국제 
및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 인권 법률을 존중하고, 
아동 및 강제 노동을 철폐하고, 자신의 사업장과 자신의 
공급자에서 차별을 철폐하기를 기대합니다.

Umicore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소싱을 위한 Umicore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치하도록 공급업체의 문서, 관리 시스템 및 성과/
준법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규모, 비즈니스 및 공급업체 유형, 복잡성 및 위험 
환경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로서 귀사에 대한 Umicore의 약속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는 재무적 및 경제적 가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적 및 환경적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Umicore는 귀사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존중으로 
대합니다. Umicore의 구매 활동은 Umicore의 행동 
강령에 명시된 가장 높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투명성 및 커뮤니케이션
Umicore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해 
내부 및 외부적으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보고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 
개선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선택
Umicore는 기술 사양, 품질, 가격, 서비스 및 기술,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Umicore는 최대한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 과정에 
소규모 및 현지 공급업체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건강 및 안전
Umicore는 Umicore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Umicore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계약직원에게 적용합니다.

https://www.umicore.com/storage/main/responsiblesupplychainpolicy.pdf
https://www.umicore.com/storage/group/sustainablecobaltsupplybrochurefinal.pdf


Umicore에 대한 귀사의 약속

04

모든 공급업체를 위한 핵심 원칙

비즈니스 무결성1년

법률 및 규정 
귀사는 비즈니스 및 개인 윤리의 최고 기준을 적용하고 
귀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제 규정, 경제 제재, 자금 세탁 
방지 및 경쟁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 상충, 부패, 사기 및 반경쟁적 관행
귀사는 모든 형태의 부패, 갈취, 사기 및 뇌물 수수에 
반대하여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사는 Umicore와의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Umicore 
직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Umicore 직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해당 Umicore 직원을 위해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실행 전에 이 정보를 현장 총괄 관리진에게 알리고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귀사는 비즈니스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비즈니스 파트너, 거래 및 자료의 심사를 통해 상업 
거래를 통해 수행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귀사는 Umicore에서 
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에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Umicore는 공급업체가 자신의 이해 관계자가 고충을 
보고하고 보복 방지 조치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예측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Umicore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Umicore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 또는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고충 문의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익명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https://www.umicore.com/en/contact/
https://www.umicore.com/en/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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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급업체를 위한 핵심 원칙

노동 및 인권2년

귀사는 직장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귀사는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사는 귀사의 사업장에서 다음 원칙을 존중하도록 정책, 관리 
시스템 및/또는 관행을 정의하고 실행합니다.

• 아동 노동의 폐지.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 

• 고문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 다양성과 포용, 평등한 기회의 증진, 차별과 괴롭힘의 근절, 직장 내의 
공정한 대우 보장. 다양성에는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또는 민족, 문화적 
배경, 사회적 집단, 장애, 성적 취향, 결혼 여부, 연령 또는 정치적 견해가 
포함됩니다.

•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시간(시간 외 근무 포함)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준수.

•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및 비상 대응을 포함하여 위험 분석 및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의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춘 직원 및 
계약직원의 건강 및 안전. 

Umicore의 산업 현장 중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직하거나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인턴십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도를 제외하고 
직원의 최소 연령은 18세입니다.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용

Umicore는 당사의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특정 공급업체에 안전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서명하거나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micore는 공급업체가 전반적인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직원이 교육 및 개발 
기회를 찾고 직원이 기여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고 직원이 고용주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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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급업체를 위한 핵심 원칙

귀사는 귀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해당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의 
기준으로서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및 등록을 보유합니다. 

귀사는 직원과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귀사는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서가 업데이트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귀사는 사고 예방 절차를 실행합니다. 귀사의 절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귀사는 잠재적인 비상 상황을 식별 및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절차를 실행합니다.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용

위험 평가에 따라 Umicore는 특정 공급업체에 다음 중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간이나 환경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하천과 대기에 배출하는 것을 
특성화하고 모니터링합니다. 

•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고형 폐기물 
생성을 감축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특성화하고 모니터링합니다. 
GHG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정의하고, 최신 IPCC 권고 사항/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합니다.

• 물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물 부족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영역에 특히 
중점을 두고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립니다.

• 귀사가 생산하는 모든 유해 제품 또는 물질에는 
항상 해당 물질 안전 자료표를 통해 최신 환경 
정보가 제공됩니다.

• 귀사는 귀사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귀사는 귀사의 비즈니스 활동과 생물다양성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해당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Umicore는 공급업체가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기후 및 환경 영향과 수명 종료 
시점의 기후 및 환경 영향이 가장 낮은 제품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환경 및 기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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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급업체를 위한 핵심 원칙

Due diligence는 공급업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귀사는 귀사의 공급망을 
이해합니다. 귀사는 직접 귀사의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등록합니다. 귀사는 자체 
공급망에서 이 정책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소싱 및 조달 원칙을 홍보하고 전달합니다. 

Umicore는 Umicore의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Umicore 제품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는 점점 더 많은 고객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곳에서 책임 
있는 소싱 인증을 추구합니다. Umicore의 인증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annualreport.umicore.com.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Umicore Responsible Global Supply Chain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 High-Risk Areas 

• Umicore Sustainable Procurement Framework for Cobalt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용

위험 평가에 따라 Umicore는 특정 공급업체에 다음 중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귀사는 Umicore가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를 
위한 전용 지침, 지침, 정책을 만든 경우 
Umicore 지침/정책을 준수하거나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 광물을 추출, 소싱, 
운송, 거래, 취급 또는 수출할 때, 귀사는 특정 
지침 ‘Umicore Responsible Global Supply 
Chain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 
High-Risk Areas’를 준수합니다. 

• 귀사는 직장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귀사의 공급업체와 소통합니다.

• 귀사는 Umicore의 책임 있는 소싱 인증 및 Due 
diligence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정보 및 
약속을 제공합니다.

Umicore는 공급업체가 공급업체 정책을 채택하고 위험 식별, 관리 시스템, 
완화 조치, Due diligence 관행에 대한 제3자 검증, 강력한 물류 문서 시스템 
및 Due diligence에 대한 연례 보고를 포함하여 이 소싱 정책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실사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공급망4년

https://annualreport.umicore.com
https://www.umicore.com/storage/main/responsiblesupplychainpolicy.pdf
https://www.umicore.com/storage/main/responsiblesupplychainpolicy.pdf
https://www.umicore.com/storage/group/sustainablecobaltsupplybrochure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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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이 정책 원칙의 실행과 관련하여 Umicore 조달 
담당자의 합리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해당되고 필요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이 정책을 기반으로 자체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 자체 평가 프로세스 또는 질문의 결과로 Umicore
의 요청 또는 제3자를 통한 요청에 응답하여 이 
정책 또는 그 요소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또는 감사를 수행합니다. 

• 이 정책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상황을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는 
만족스러운 설명 및/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사의 Umicore 연락 담당자가 시정 조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사 측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비즈니스 관계가 재고될 수 
있습니다.

정책 검토
더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Umicore는 이 정책이 고객 및 공급업체 피드백을 
반영하고 중요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해 최소 5년 간격으로 
검토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공급업체에 전달됩니다.

문의 
이 정책 및 그 실행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Umicore 비즈니스 연락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충처리제도
Umicore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Umicore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 또는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고충 문의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익명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조
• The Umicore Way https://www.umicore.com/en/about/the-umicore-way (영문판)

• Umicore Code of Conduct http://www.umicore.com/en/governance/code-of-conduct (영문판)

• 세계인권선언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영문판)

• 직장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http://www.ilo.org/declaration/lang--en/index.htm (영문판)

•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 ILO-OSH 2001 https://www.ilo.org/safework/info/standards-and-instruments/
WCMS_107727/lang--en/index.htm (영문판)

• 환경 관리 및 감사 제도(EMAS)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index_en.htm (영문판)

• ISO 14000 시리즈 환경 경영 시스템 https://www.iso.org/iso-14001-environmental-management.html (영문판)

• OHSAS 18001 건강 및 안전 시스템 https://www.bsigroup.com/en-GB/ohsas-18001-occupational-health-and-safety (영문판)

•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 https://www.oecd-ilibrary.org (영문판)

• 고충처리제도 https://www.umicore.com/en/contact 또는 grievances@umicore.com

이 정책 준수
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Umicore는 귀사가 Umicore 비즈니스 연락 담당자에게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행
이 정책은 공급업체와 Umicore 간의 관계의 기초이며, Umicore는 실행 및 준수를 후속 관찰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이 정책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 관리하고 다음을 수락할 것을 약속합니다.

https://www.umicore.com/en/contact/
https://www.umicore.com/en/about/the-umicore-way
https://www.umicore.com/en/investors/governance/documents/code-of-conduct/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http://www.ilo.org/declaration/lang--en/index.htm
https://www.ilo.org/safework/info/standards-and-instruments/WCMS_107727/lang--en/index.htm
https://www.ilo.org/safework/info/standards-and-instruments/WCMS_107727/lang--en/index.htm
https://ec.europa.eu/environment/emas/index_en.htm
https://www.iso.org/iso-14001-environmental-management.html
https://www.bsigroup.com/en-GB/ohsas-18001-occupational-health-and-safety
https://www.oecd-ilibrary.org
https://www.umicore.com/en/contact/
mailto:grievances%40umicore.com?subject=


www.umicore.com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Umicore
Naamloze vennootschap – Société anonyme

Broekstraat 31 Rue du Marais
1000 Brussels

Belgium
BE92 2100 0538 0623

RPR/RPM Brussels BE0401 574 852 

전화: +32 (0)2 227 71 11
팩스: +32 (0)2 227 79 00

www.umicore.com/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