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정책 선언문

고려제강 그룹(이하 회사)은 1945년 창립 이래 전세계로 공급해 오고 있는 특수선재(스틸와이어) 제품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의 5대 핵심 가치인 합리적 비즈니스 전략, 제품 경쟁력,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개발,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회사의 CSR 체계는 그룹의 핵심가치를 모든 계열사에 접목시키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방향
으로 확립시키고자 한다. 회사는 (1)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4) 환경보호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이러한 핵심 가치를 CSR 이념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통
한 업계의 선두주자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CSR 체계 방향
1.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회사는 국내외적으로 윤리경영과 노동기준을 장려하고 준수한다.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의 현지 변호사, 회계사, 자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
함으로써 각 국가의 법과 사회적 책임을 따르고 존중한다.
      회사의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에 대한 약속은 (a) 불법적인 대금결제, 뇌물, 선물 등의 금지 (b) 미성년자 채용,
강제노역과 같은 불법적인 고용 방지, (c) 성희롱 및 노동차별 관련규정 준수, (d) 반독점적, 반경쟁적, 가격담합,   
사기, 자금세탁, 이해상충 행위 거부, (e) 현지 법률의 엄격한 준수 등을 포함한다
      회사에 있어 현지 법률, 규정 및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당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연구하고 조언을 구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회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가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품
에 대한 불만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공유한다.
      회사는 계열사의 정기적인 회의나 이사회에서 공장의 안전사고 현황과 이에 관련된 사항이 보고되도록 하
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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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사는 “5S 활동”을 강화하면서 작업현장의 안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
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한다.

3.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문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와 관련한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출신 국가별 문화, 역사,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필수적
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회사는 와이어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세계 현대사에서 와이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3년 Kiswire
Museum (www.kiswiremuseum.com)을 개관하였고, 박물관은 부산의 입지적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전시장은 모든 대중들에게 개방하였다.
       2016년에는 1963년에 건설된 부산에 위치한 옛 수영 공장을 복합문화공간 및 예술 행사장으로 재 탄생시
킨 F1963(www.f1963.org)을 개관, 모든 방문객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곳은 각
종 전시 및 행사장, 서점, 도서관, 카페, 레스토랑 및 대나무 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비엔날레와 피카소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 및 예술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회사는 문화, 예술, 음악 진흥에 헌신하는 것 외에도 장학금, 기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폐기물과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
고 있다. 전 세계에 위치한 회사소속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는 환경보전과 보존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환경보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회사와 회사
의 계열사는 ISO 14001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궁극적인 CSR 목표
     회사의 궁극적인 CSR목표는 단기적 혹은 일회성이 아닌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증진시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서 CSR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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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Stat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5, Kiswire Group (hereunder Kiswire) has been striving to provide the stakeholders to enjoy safe,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es by connecting its wire with the world.
Kiswire’s 5 core values – rational business strategy, competitive products,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trate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operative labor relationship are intended to work towards adop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
Kiswire’s CSR Policy is established with long term and constantly advancing goal of incorporating Kiswire’s
core values into all Kiswire subsidiaries. Kiswire takes its responsibility by (1) committing to ethical business
and labor standard, (2) maintaining safety in workplace, (3) promoting culture and contribute to community,
and (4) protecting environment. By connecting Kiswire’s 5 core values to its CSR Initiative, Kiswire is committed to becoming one of the industry leaders through its technological innovations, as well as by contributing
positively to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CSR Objectives
1.

Commitment to ethical business and labor standard

      Kiswire is committed to promote and abide by ethical business and labor standard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By maintaining network of local lawyers, accountants and advisory professionals in each of the countries that we are conducting business in, Kiswire follows and respects the law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at
country.
      Kiswire’s commitment to ethical business and labor standard is not only limited to (a) prohibition of
illegal payments, bribery and gifts, (b) fight against unlawful employment of minor and forced labor, (c)
maintenance of anti-harassment and anti-discriminatory labor practice, (d) refusal to participate in anti-trust,
anti-competitive, price fixing, fraud, money laundering and conflict of interest activities, and (e) strict compliance of local law.
       Understanding local statute, regulation and ordinance is of utmost importance to Kiswire. They are thoroughly studied and advised prior to entering into any contract with any party to uphold this objective.
2.

Maintaining safety in workplace

       Kiswire shares firm belief that maintaining safety in workplace not only makes our employees safe and
happy, but it satisfies the expectation of our customers and reduces number of complaints on ou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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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wire’s emphasis on workplace safety takes preeminent importance in that safety incidents and records
of our plants are always reported during our affiliates’ regular management or board meetings. Kiswire then
discusses and implements methods to increase safety in workplace.
      Recently, Kiswire started implementing “5S Transformation in Workplace” – Sort, Straighten-up, Shine,
Standardization and Sustain in its plants and witnessed tremendous improvement in workplace safety rate.
Kiswire wishes to continue its improvements and breakthroughs in maintaining safety in workplace.
3.

Promote culture and contribute to community

      Kiswire is proud of its dedication and accomplishment in promoting culture a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s a global company, we realize that understanding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of every country
that its stakeholders come from is essential to our sustainability. Kiswire takes this responsibility not as an
obligation but as a privilege of being a global company.
      To educate the history of wire, Kiswire opened its Kiswire Museum (www.kiswiremuseum.com) in 2013,
which was founded with the mission to provide public with information and exhibition on the significance
of wire in the modern world. It was created to achieve harmony with the natural landscape of its location in
Busan, Korea and opened to all public to educate the importance of wire and wire products in society.
      In 2016, Kiswire converted its old Suyoung manufacturing factory built in 1963 into multi-cultural music
and art event hall called F1963 in Busan, Korea (www.f1963.org) which is being enjoyed by all visitors and
families. The event hall includes exhibition and event spaces, bookstore, library, café, restaurant, and bamboo
forest. It hosts numerous exhibition and performances in art and music, including Busan Biennale in 2016 and
Picasso Exhibition in 2017.
      In addition to its dedication in promoting culture, art and music, Kiswire is a frequent donor of scholarships, donation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Further, Kiswire is committed to continue its contribution and
engagement in efforts and activities to improve the communities that our stakeholders live and work.
4.

Protect environment

      Protecting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that Kiswire values. Kiswire is constantly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ways to reduce waste and environmental impact on our business. Important
part of its globally located Research & Development centers is to perform this task.
      Through constant education and training 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Kiswire wishes to further the
goal of protecting environment. Kiswire and its affiliates are proud holder of ISO 14001 Certificate of Approval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SR Goals
Kiswire’s ultim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oal is not short-term or one time objective but constantly
evolving and improving responsibility. Kiswire shall endeavor to continue to achieve its CSR objectives in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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