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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윤리윤리 경영도경영도
감사감사 받는다받는다

““고객과고객과 직원직원, , 주주주주, , 다음다음 세대를세대를 위해위해 무슨무슨 일을일을 할할 수수 있있
는지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야점검해야 한다한다..””
““성공의성공의 비결은비결은 고객을고객을 성공하도록성공하도록 돕는돕는 것이다것이다..””
““우리는우리는 경제경제 성장과성장과 환경환경 보호보호, , 
기업의기업의 사회적사회적 책임에책임에 대해대해

동일한동일한 비중의비중의 관심을관심을 쏟아야쏟아야 한다한다..
위르겐위르겐 함브레히트함브레히트 바스트바스트 회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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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18651865년년 독일독일 루드빅스하펜에서루드빅스하펜에서

설립된설립된 세계적인세계적인 화학회사화학회사. . 
20022002년년 매출매출이이 322322억억 1,6001,600만만 유로유로, , 영업영업 이익이이익이 2626억억 4,1004,100만만 유유
로로에에 달했다달했다..

<<포천포천>>지는지는 이이 회사를회사를 20012001년에년에 ‘‘세계에서세계에서 가장가장 존경존경 받는받는 화학화학 기업기업’’
종합종합 22위위, , 혁신부문혁신부문 11위로위로 선정했으며선정했으며 20022002년에는년에는 ‘‘세계에서세계에서 가장가장 존경존경
받는받는 화학화학 기업기업’’ 11위로위로 뽑았다뽑았다. . 
현재현재 9,0009,000여여 종의종의 화학화학 제품을제품을 생산생산하고하고 있다있다..

전세계전세계 3939개국의개국의 공장공장에서에서 제품을제품을

생산해생산해 170170여여 개국에개국에 공급공급하고하고 있다있다. . 
종업원종업원 수는수는 88만만 9,0009,000여여 명이다명이다. . 

화학화학 업계업계 리더로서의리더로서의 위치위치 유지를유지를 위한위한
연구연구 개발개발 작업작업도도 활발하다활발하다..

http://www.intersquare.de/cn/muster/bas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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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founded in 1865

Ludwigshafen Germany, started 
business in the field of the dye 

industry and became best
chemical company through 
continuous progress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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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dmired 
chemical company

BASF is the world’s leading 
chemical company.

Most admired 
chemical company 
No1 in the world

(Fortune 2002)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plantware.dk/projects/basf/basf1.jpg&imgrefurl=http://www.plantware.dk/projects/basf/basf.htm&h=673&w=675&prev=/images%3Fq%3Dbasf%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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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mpany Basf

As manufactured in 39 
different countries and 
facilities, BASF is 
supplying to 170 countries
and has around 89,000 
employees working.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asf.pl/_grafika/dzis_i_jutro13.jpg&imgrefurl=http://www.basf.pl/index.php3%3Fd%3Ddzis_i_jutro%26lang%3Den&h=195&w=175&prev=/images%3Fq%3Dbasf%2Bmanagemen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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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 transnational chemical company recognized as 
successful and innovative.
With our products and services, we are among the most 

competent global suppliers.
We generate a high return on assets.
Our customers view BASF as their partner of choice.
Our market is the world.
Our portfolio is shaped by core competencies.
Our organization welcomes change as an opportunity.
Our employees are the key to success.

Vision 2010

BASF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chemical 
companies
dedicated to being successful in business and to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which benefit mankind.

MissonM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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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Strategy
Growth & Innovation

Investing in growth markets
Building local production capacities in growth markets is a crucial element

of our strategy,as it allows us to supply regional markets locally.

Creating value for our customers and for BASF
BASF is optimally positioning itself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 who

require smaller volumes and less advice.
We make our customers part of our Know-how Verbund and turn 

their needs into customized solutions.

Enhancing our long-term competitiveness
BASF must optimize and extend its Verbund and consolidate our portfolio of 

production sites. 

Expanding highly profitable businesses
BASF acquire innovative businesses with a high potential for growth and 

Discontinue business activities that are unlikely to show long-term 
profitability as part of the company’s product portfolio.

Relying on the diverse skills of our employees
BASF value the national and cultural diversity of its employees and consider

their skills to be a valuable asse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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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by regionSales by region
sales by region

54.90%

24.20%

5.20%

15.70%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sia,Pacific Are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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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기업의 성장과성장과 발전발전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asf.pl/_grafika/basf_polska11.jpg&imgrefurl=http://www.basf.pl/index.php3%3Flang%3Dpl&h=195&w=175&prev=/images%3Fq%3DBASF%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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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기업기업 활동의활동의 66대대 가치가치
1.1.지속적인지속적인 이익의이익의 창출창출

지속적지속적 이익으로서만이이익으로서만이 고객과고객과 주주주주, , 종업원에게종업원에게 이이
익을익을 줄줄 수수 있고있고 사회에사회에 책임을책임을 다할다할 수수 있을있을 것으로것으로
판단판단

2.2.고객에고객에 대해대해 혁신적인혁신적인 서비스서비스 제공제공 위해위해 노력노력

3.3.다국적다국적 기업으로기업으로 다양한다양한 문화를문화를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수용수용해해 한한 팀으로팀으로 일하는일하는 것것 지향지향

4.4.상호상호 존중존중과과 공개공개 대화대화도도 중시중시
5.5.말과말과 행동을행동을 일치하는일치하는 것을것을 중시하고중시하고 사업을사업을
벌이는벌이는 각각 나라의나라의 법과법과 좋은좋은 사업사업 관행을관행을 존중존중

6.6.안전안전, , 보건보건, , 환경환경에에 대한대한 책임을책임을 중시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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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ValueValue

Innovation 
in the 

Service 
to our

Customers

Safety, 
Health, 
Environ
mental

Responsibility

Sustainable 
Profitable 

Performance

Inter
cultural 

Competence

Mutual 
Respect

and Open 
Dialogue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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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의바스프의 경영어록경영어록

성공적인성공적인 기업은기업은 인류에인류에 공헌하는공헌하는 기업기업을을
말합니다말합니다. . 인류의인류의 삶을삶을 더욱더욱 풍요롭게풍요롭게 하는하는
것은것은 기업의기업의 기본적인기본적인 책무입니다책무입니다..
기업의기업의 경영자경영자는는 내부로부터는내부로부터는 자랑스러운자랑스러운
회사회사, , 외부로부터는외부로부터는 존경존경 받는받는 기업이기업이 되도되도
록록 항상항상 노력해야노력해야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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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는바스프는 생활의생활의 일부이다일부이다

독일독일 남부의남부의 루드빅스하펜루드빅스하펜 시에시에

대표적인대표적인 화학회사인화학회사인

바스프의바스프의 본사가본사가 있다있다..

총총 면적이면적이 77제곱제곱 킬로미터에킬로미터에 달하는달하는 공장은공장은
인근인근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바스프는바스프는 환경과환경과 건강을건강을
치명적으로치명적으로 해칠해칠 수수 있는있는 시설이시설이 아닌아닌

생활의생활의 일부이다일부이다..
공장공장 인근인근 주민주민은은 화확화확 공장임에도공장임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안도안도
하고하고 있고있고 실제실제 임대료도임대료도 주변주변 지역지역 보다보다 더더 높다높다..

http://www.jel.com.sg/images/Basf-Oxo.jpg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tgz-zeit.de/images/basf.gif&imgrefurl=http://www.tgz-zeit.de/region.htm&h=206&w=150&prev=/images%3Fq%3DBASF%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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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폭발 사고의사고의 교훈교훈
바스프의바스프의 본사는본사는 지난지난 19481948년년 대규모대규모 폭발로폭발로

지역지역 사회에사회에 심각한심각한 우려를우려를 끼친끼친 후후

생산생산 시설의시설의 안전과안전과

환경에환경에 역점을역점을 두는두는 기업기업으로으로 거듭났다거듭났다..

이이 같은같은 노력이노력이 최근최근 더더 강화되어강화되어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발전발전이라는이라는 방향을방향을 잡고잡고

이를이를 추진하고추진하고 있다있다. .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발전이란발전이란 미래미래 세대의세대의 발전발전 가능성을가능성을
열어두면서열어두면서 인류의인류의 경제적경제적, , 환경적환경적, , 사회적사회적 욕구를욕구를
충족시키며충족시키며 발전한다는발전한다는 개념개념

http://www.das-fotoarchiv.com/portfolio/meyer/basf.jpg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uss-saratoga.com/h-bomb-b.gif&imgrefurl=http://www.uss-saratoga.com/history.htm&h=330&w=440&prev=/images%3Fq%3Dbomb%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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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생태 효율성효율성 분석분석
(Eco(Eco--efficiency analysis)efficiency analysis)

실제실제 경영에서경영에서 경제와경제와 환경을환경을

모두모두 고려고려하고하고 있다있다..
생산생산 방식이나방식이나 투자를투자를 결정할결정할 때때 단순히단순히 경경
제적제적 효율성만을효율성만을 따지는따지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환경환경
에에 주는주는 부담까지도부담까지도 같이같이 고려해고려해 결정하는결정하는

방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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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생태 효율성효율성 분석분석
(Eco(Eco--efficiency analysis)efficiency analysis)
바스프의바스프의 윤리윤리 환경은환경은 환경뿐환경뿐 아니라아니라

경제성경제성과과 환경환경,, 사회사회를를 더한더한
세가지세가지 축축에서에서 이를이를 구축구축한다한다..

이를이를 체계적으로체계적으로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해위해 20012001년년 33월월 지속지속 성장성장
위원회위원회 라는라는 조직을조직을 만들었다만들었다..
지속지속 성장성장 위원회가위원회가 55가지가지 주요주요 방향에서방향에서 추진하는추진하는 것것

수익성수익성 높은높은 사업의사업의 전개전개

장기적인장기적인 기업기업 경쟁력의경쟁력의 확보확보

회사와회사와 고객을고객을 위한위한 가치가치 창조창조

성장성장 잠재력이잠재력이 큰큰 시장에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종업원의종업원의 다양한다양한 역량역량 개발개발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pectrumschool.org/images/harmony.gif&imgrefurl=http://www.spectrumschool.org/features.htm&h=266&w=250&prev=/images%3Fq%3Dharmony%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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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trust managementtrust management
To the way of company being 

sufficient on demand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BASF has released an audit report of the finance 
field as well as environment safety report and public 
responsibility report by itself.   Those report contain 
the preservation of nature, safe operation 
ofproduction equipment, influence of company 
activity to local society andprosperity of human 
being, which is supervised by Deloitte & Tou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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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trust managementtrust management
Objectification of trus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t has developed and adopted “Eco-
efficiency analysis” as a tool of 
management in aim for widely activating 
its know-how and certifying it objectively 
by founding an uniqu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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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단기적인 이윤보다는이윤보다는
지속적지속적 성장을성장을 꾀하라꾀하라

윤리경영활동이윤리경영활동이 실제보다실제보다 부풀려지는부풀려지는 경우가경우가
자주자주 있는데있는데 바스프는바스프는 이를이를
제도적으로제도적으로 막기막기 위해위해
외부외부 감사라는감사라는 방법을방법을 사용한다사용한다..

바스프가바스프가 지속적인지속적인 성장을성장을 위해위해 관심관심
을을 기울이는기울이는 세세 가지가지 분야는분야는 경제성경제성, , 
환경환경, , 사회사회이다이다..
다우존스는다우존스는 세계화학세계화학 기업기업 가운데가운데 경제성경제성, , 환경환경, , 사회사회
의의 세세 부분부분 모두에서모두에서 최고최고 수준에수준에 도달한도달한 기업으로기업으로 바바
스프를스프를 꼽았다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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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단기적인 이윤보다는이윤보다는
지속적지속적 성장을성장을 꾀하라꾀하라

바스프의바스프의 윤리경영은윤리경영은 일종의일종의 신앙신앙
이다이다..
20032003년년 새새 회장이회장이 된된 위르겐위르겐 함브레히트가함브레히트가 내놓은내놓은

연설문을연설문을 보면보면 그는그는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하루하루 네네 가지가지

질문을질문을 할할 것을것을 촉구했다촉구했다..

직원인직원인 동료동료, , 소비자소비자, , 주주주주, , 생산생산 활동과활동과 제품제품
판매판매 활동에활동에 시차를시차를 두고두고 영향을영향을 받는받는 후세를후세를
위해위해 무슨무슨 일을일을 할할 수수 있는지를있는지를 점검점검하라는하라는 것것
이다이다..
이이 질문에질문에 대한대한 건전한건전한 답을답을 찾고찾고 실천할실천할 때때 바스프가바스프가 후세에까지후세에까지 성장을성장을
지속할지속할 수수 있는있는 기업이기업이 될될 수수 있게있게 한다는한다는 게게 경영철학이다경영철학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tate.nj.us/lps/dcr/images/question.jpg&imgrefurl=http://www.state.nj.us/lps/dcr/faq.html&h=183&w=188&prev=/images%3Fq%3Dquest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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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BASF?

Basf called “Verbund”, its 
unique management motto,
BASF has contributed for 

its customers, 
shareholders, employees

and environment in terms 
of 6 grea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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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 빛을빛을 보는보는 신뢰경영신뢰경영

바스프의바스프의 신뢰신뢰 경영은경영은 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

빛을빛을 보고보고 있다있다..
지역지역 이해이해 관계자들로관계자들로 구성된구성된 RC(ResponsibleRC(Responsible
Care)Care)협의회협의회’’ 를를 구성해구성해 지난지난 20022002년년 33월부터월부터 시행시행
하고하고 있다있다..

협의회의협의회의 목적은목적은 지역지역 사회가사회가 직접직접
참여해참여해 공장의공장의 환경과환경과 안전안전 문제문제
를를 투명하게투명하게 살피는살피는 일이다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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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relationship with Korea

It has also good relationship 
with Korea that it had 
cooperated with Hyosung
then made its own branch, 
Korea BASF, in 1998 where 
1,500 workers are hired.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kimkoo.pe.kr/images/uni-korea%2520map.gif&imgrefurl=http://www.kimkoo.pe.kr/uni-kimkoo/uni-kimkoo.htm&h=347&w=214&prev=/images%3Fq%3Dkorea%2Bmap%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asf-japan.co.jp/about_us/images/message_01.jpg&imgrefurl=http://www.basf-japan.co.jp/about_us/message.html&h=181&w=300&prev=/images%3Fq%3Dbasf%2Bmanagemen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Friday, April 29, 2005 page 33 ⓒ2003, CVIKorea

virtues to Korean companies
As introducing BASF, which has been ranked as best of the best 

for 100 year, 
Korean companies should learn
management systems as below

1. Management not for short-term benefit, 
but continuous progress.
2. Ethic management by an independent 

supervisor.
3. Establishment of long-term strategy for 

economical, enviro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4. “Environmental safety committee”

conducted by and with locally elected 
members.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world66.com/images/korea-map.jpg&imgrefurl=http://www.osinga.com/north_korea/&h=472&w=260&prev=/images%3Fq%3Dkorea%2Bmap%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asf.pl/_grafika/basf_polska11.jpg&imgrefurl=http://www.basf.pl/index.php3%3Flang%3Dpl&h=195&w=175&prev=/images%3Fq%3Dbasf%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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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의바스프의 신뢰신뢰 경영경영

기업기업 활동의활동의 목표는목표는

지속적지속적 발전의발전의 추구추구

경제경제, , 사회사회, , 환경적환경적

요구를요구를 충족충족하는하는

기업기업 지향지향

신뢰신뢰 및및 환경환경 경영경영 결과의결과의 객관화객관화

윤리윤리 경영경영 과정과과정과 성과도성과도 외부외부 감사감사 대상대상

자체자체 개발한개발한 신뢰신뢰 경영경영 방식의방식의 외부외부 전파전파

http://www.basf-drucksysteme.de/img/homepa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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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서단기에서 장기로장기로, , 나에서나에서 우리로우리로
위르겐위르겐 슈트르베슈트르베 경영경영 감독감독 위원장위원장

지속지속 성장의성장의 개념의개념의 시각을시각을 단기에서단기에서
장기장기로로, , 너와너와 나에서나에서 우리로우리로 확대확대했을했을
뿐이라는뿐이라는 게게 그의그의 설명이다설명이다..
어려울어려울 수수 있는있는 개념을개념을 단순하고단순하고 명쾌하게명쾌하게 해석한해석한 것이것이

그의그의 원칙을원칙을 통한통한 경영이경영이 성장을성장을

이끌이끌 수수 있는있는 원동력원동력 이었다이었다..

http://www.germandata.com/PICS/basfhambrech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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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continuos
progress

What company’s activity aims is to 
achieve continuos progress.

BASF has made its way strictly based on long-
term policy.  Therefore, it has neither done 
something harmful for environment nor 
betrayed responsibility for surrounded society. 
In addition, it has put a lot of effort on analysis 
of ecology efficiency with respect of the 
balanc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umiche.com/photo/trust.jpeg&imgrefurl=http://www.sumiche.com/word.html&h=157&w=180&prev=/images%3Fq%3D%2Btrus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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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Basf trust managementtrust management

The Ethic management of 
“process and result” is also 

inculuded on list of supervise.
BASF has established “6 great values and 
basic policy” in the lead of headquarter 
and all employer carries out seriously. In 
the meantime, it is preparing of “chief 
compliance officer” and releasing “public 
responsibility report” which must be 
certified by independent supervisors.

http://www.quicktel.com/users/ladyvegas/bas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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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위르겐 슈트르베슈트르베
경영경영 감독감독 위원장과의위원장과의 대화대화

글로벌글로벌 기업기업 바스프가바스프가 추구하는추구하는 목표는목표는??

바스프는바스프는 경제적경제적, , 환경적환경적, , 그리고그리고 사회적사회적 책임을책임을 모두모두 고려한고려한

장기장기 전략전략을을 통해통해 기업을기업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발전시키고자 한다한다..

여러가지여러가지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시켜주는충족시켜주는 것이것이 쉽지쉽지 않을않을 텐데텐데??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발전발전 원칙을원칙을 경영중심에경영중심에 놓고놓고

이이 원칙이원칙이 기업의기업의 일상일상 활동의활동의 한한 부분부분이이

될될 수수 있도록있도록 기업기업 구조와구조와 경영경영 시스템을시스템을 변경변경했다했다. . 
즉즉 지속지속 가능가능 위원회를위원회를 설립하여설립하여 연구연구, , 마케팅마케팅, , 안전안전 보건과보건과 환경환경 보호보호 등등

전전 분야의분야의 노하우를노하우를 이이 경영경영 위원회에서위원회에서 모아모아 실행하고실행하고 있다있다. . 
아울러아울러 효과적인효과적인 경영경영 도구로도구로 생태생태 효율성효율성 분석분석 방법을방법을 개발하여개발하여

가장가장 경제적인경제적인 비용으로비용으로 최고의최고의 환경환경 친화적인친화적인

제품과제품과 공정을공정을 개발할개발할 수수 있게있게 되었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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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위르겐 슈트르베슈트르베
경영경영 감독감독 위원장과의위원장과의 대화대화

기업은기업은 단기적단기적 이익에이익에 집착할집착할 수수 있다있다. . 이익을이익을 확보한확보한 뒤뒤, , 나중에나중에 환경환경 문제문제
를를 보충하겠다는보충하겠다는 생각을생각을 가질가질 수수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이윤이이윤이 목적이목적이 아니다아니다. . 
철저한철저한 장기적장기적 관점서관점서 ‘‘지속지속 성장성장’’이이 목표이다목표이다..
단기적단기적 이익을이익을 위해위해 환경과환경과 사회를사회를 어기는어기는 일은일은 하지하지 않는다않는다..

윤리윤리 경영을경영을 어떻게어떻게 실천하고실천하고 있는가있는가? ? 
윤리윤리 경영은경영은 기업기업 이미지와이미지와 연결되는연결되는 것것 아닌가아닌가??

지금의지금의 윤리윤리 경영은경영은 이미지이미지 개선개선 그그 이상이며이상이며
기업기업 책임의책임의 일부분이다일부분이다..

그룹그룹 차원의차원의 ‘‘66대대 가치와가치와 기본기본 방침방침’’을을 제정해제정해 전전 경영진들이경영진들이

이를이를 진지하게진지하게 다루고다루고 있으며있으며 모든모든 측면에서측면에서 이를이를 실제실제 적용적용해해 오고오고 있다있다. . 
이러한이러한 가치와가치와 기본기본 방침을방침을 준수하는준수하는 것과것과 사업에서사업에서 성공하는성공하는 것이것이 서로서로

긴밀히긴밀히 연결되어연결되어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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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위르겐 슈트르베슈트르베
경영경영 감독감독 위원장과의위원장과의 대화대화

화학화학 회사에회사에 대한대한 지역지역 사회와사회와 환경환경 단체의단체의 감시감시 눈길이눈길이 매섭다매섭다

바스프는바스프는 생산생산 공장이공장이 위치한위치한 지역의지역의 주민들을주민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친친 환경적인환경적인 다다
양한양한 활동을활동을 전개해전개해 오고오고 있다있다..

학교학교, , 환경환경 단체단체, , 사회사회 집단집단, , 보건보건 기구기구, , 산업계산업계 등을등을 대표하는대표하는 주민들이주민들이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만나만나 환경환경 안전에안전에 관한관한 모든모든 문제를문제를 허심탄회하게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토론하며 영영

속적인속적인 대화대화 채널을채널을 유지한다유지한다. . 
전세계전세계 5555개개 공장에서공장에서 환경환경 안전안전 협의회를협의회를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다있다..

몬사토는몬사토는 쌀쌀 생산과생산과 관련된관련된 기술을기술을 태국에태국에 적용한적용한 적이적이 있다있다. . 태국의태국의 쌀쌀 증증
산을산을 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나일환이었으나, , 유전자유전자 변이변이 식품을식품을 생산하생산하
려려 한다는한다는 부정적인부정적인 반응으로반응으로 이어졌다이어졌다. . 좋은좋은 의도에서의도에서 시작한시작한 기업활동이기업활동이

오히려오히려 기업에기업에 치명적인치명적인 이미지이미지 손상을손상을 가져다가져다 줄줄 수수 있다있다..
다행히다행히 바사프에는바사프에는 그러한그러한 사례가사례가 없다없다. . 

중요한중요한 것은것은 파트너십과파트너십과 대화다대화다. . 
지역지역 사회나사회나 관련관련 시만시만 단체와단체와 협력하고협력하고 또또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대화하려는 노력노력

이이 있다면있다면 이이 같은같은 오해는오해는 사전에사전에 막을막을 수수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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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 Global 
Operation

OrganizatioOrganizatio
nal unitnal unit

ResponsibilitiesResponsibilities Key functionsKey functions

Operating Operating 
divisiondivision

Strategic Strategic 
management of management of 
business withbusiness with

. Strategy. Strategy

overall overall 
responsibilityresponsibility

. Technology . Technology 
managementmanagement
. Controlling. Controlling
. Product . Product 
developmentdevelopment
. Global supply .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ch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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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 Global 
Operation

OrganizatioOrganizatio
nal unitnal unit

ResponsibilitResponsibilit
iesies

Key functionsKey functions

Business Business 
unitunit

Running Running 
business business 
operationsoperations

. Marketing. Marketing

. Sales. Sales

. Business analysis. Business analysis

. Regional supply chain . Regional supply chain 
managementmanagement
. Production. Production
. Technical services. Technical services



Friday, April 29, 2005 page 43 ⓒ2003, CVIKorea

Organization & Global 
Operation

OrganizationOrganization
al unital unit

ResponsibilitiesResponsibilities Key functionsKey functions

Regional Regional 
divisiondivision

Regional strategy, human Regional strategy, human 
resources,resources,

. Regional . Regional 
positioningpositioning

exploiting synergies and exploiting synergies and 
developingdeveloping

. Market segment . Market segment 
coordinationcoordination

service/infrastructure service/infrastructure 
platformsplatforms

. Site strategy. Site strategy

. Human resources . Human resources 
platform,platform,
regional HR regional HR 
developmentdevelopment
. Functional . Functional 
coordinationcoordination
. Regional service . Regional service 
platforms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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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 Global 
Operation

OrganizatioOrganizatio
nal unitnal unit

ResponsibilitiesResponsibilities Key functionsKey functions

Country/comCountry/com
pany pany 
managementmanagement

Political/legal Political/lega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humanhuman

. Administration and . Administration and 
local service local service 
platformsplatforms

resources, running resources, running 
service/infrastructservice/infrastruct
ureure

. Site management. Site management

platforms, platforms, 
exploiting exploiting 
synergies in synergies in 
marketingmarketing

. HR development. HR development

and sales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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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Overview of 
key financial datekey financial date

Million Million €€
20022002 20012001 ChangeChange

In %In %

SalesSales 32,21632,216 32,50032,500 (0.9)(0.9)

Income from operations before special itemsIncome from operations before special items 2,8812,881 2,2932,293 25.625.6

Income from operationsIncome from operations 2,6412,641 1,2171,217 117.0117.0

Special itemsSpecial items (240)(240) (1,076)(1,076) 77.777.7

Extraordinary incomeExtraordinary income -- 6,1216,121 --

Income from operations before interest, taxes, Income from operation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5,1055,105 4,1424,142 23.223.2

Income before taxes and minority interestsIncome before taxes and minority interests 2,6412,641 6,7306,730 (60.8)(60.8)

Net incomeNet income 1,5041,504 5,8585,858 (74.3)(74.3)

R&D expenses R&D expenses 1,1351,135 1,2471,247 (9.0)(9.0)

Number of employeesNumber of employees 89,38989,389 92,54592,545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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