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One PPG’

우리는 PPG Proud
PPG의 목표

We protect and beautify the world

PPG의 전략

The PPG Way

페인트, 코팅, 스페셜티 재료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PPG는 도료사업분야에서 업계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PPG는 날마다,
상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과 제휴합니다. 통찰력 있고
헌신적이며 적극적입니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실용적인 솔루션에 집중합니다.

성장

혁신적인 솔루션

•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뛰어넘는
지속적인 성장
• PPG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및
지역에서 확장
• PPG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PPG의
목표에 생명을 불어넣음 – PPG:
WE PROTECT AND BEAUTIFY THE
WORLD™

• PPG 고객의 가장 큰 요구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개발, 해결
• 광범위한 시장에서 세계 선도적인
기술 확장
• 미래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고객들과 제휴

우리는 세계로 나가는 “One PPG”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우수하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시장을 차별화하고 기존의 질서를
바꾸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적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의 규모를 활용합니다.

인재

매일, 모든 면에서 PPG의 인재를 신뢰합니다. PPG 인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임파워먼트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거짓없이 대하며 서로를 존중합니다.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고객
•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
• 고객 자신보다 고객을 더 잘
이해하기
• 타사와 비교 불가능한 응대 및 지원
제공

운영 효율성
• 안전한 작업 관행 개발과실행
• 효율성 및 이익 개선에 철저히 집중
• 환경 발자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PPG 가치 체인 관리

• PPG 인재들의 성공을 위한 동기
부여, 역량 강화 및 권한 임파워먼트
•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팀 구축
• 긍정적인 업무 환경과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윤리 조성

주주
• 우수한 주주에의 이익 환원을 위한
지속적인 영업 및 수익 성장

PPG는 실제로 실현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합니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도덕적으로 실행합니다.
우리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항상 회사, 고객, 주주, 커뮤니티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동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배웁니다. 우리는 PPG 사업을 통해 성장 합니다.

우리는 #PPGProud
PPG 로고는 등록된 상표이며 ‘We protect and beautify the world’는
PPG Industries Ohio, Inc의 상표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