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VIRONMENT POLICY
1. The Company gives top priority of policy to doing her best to conserve and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s of sea, air and other types as well as from various wastes and
garbage.
회사는 해양, 대기 및 기타 모든 오염 물질과 각종 폐기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수립한다.

2. The goal of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is ultimately ‘Zero-Spill’. The company establish the
concrete and realistic plan for achieving the goal and regularly monitor whether the goal is to
improve.
회사의 해양 오염 방지 목표는 궁극적으로 'Zero-Spill'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한다.

3. The Company eliminate possibility of pollution from its source by strictly adhering to all laws,
regulations and conventions under firm resolution of safety against environment pollution.
환경 오염에 대한 안전 의식을 확고히 하여 모든 환경 관련 법령, 요건, 협약 사항을 준수한다.

4. The goal of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s [Reduction in emissions] The company establish the
concrete and realistic plan for achieving the goal and regularly monitor whether the goal is to
improve.
회사의 대기 오염 방지 목표는 [배출량 감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한다.

5. Proactively implement the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ensure continuous improvement the
performance including those areas required by the MARPOL.
MARPOL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 사항을 포함한 환경 관련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6. All staffs of company assure to do every uninterrupted improvement efforts for achieving the
goal of minimizing the waste and garbage generation by efficiently using all necessary tools and
means.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환경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와 장비들을 적극 사용해야 하며, 이와 같은 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모든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7. Actively participates in meetings and events held by relevant authorities, class and external
bodies in order to make company updated with latest environmental issues and to develop
measures for minimizing environmental hazards.
최신 환경 문제와 화제들을 입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 관청, 선급,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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