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비전은 연결된 세계에서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지
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글로벌 산업용가스 
및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전략적 방향 
하나된 린데 (One Linde) 는...
→  더 광범위하게 전세계에 걸쳐있는
     개인 및공동체의 강점을 발판으로
     삼는다.
→  네트워크 밀도 증가를 통해 산업 및
     의료용 가스 비즈니스를 수익성있고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킨다. 

→  가스 비즈니스의 경쟁우위를 확보
     하고 외부고객과 함께 수익성있는     
     성장을 위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링 및 테크놀로지 역량을 활용한다.
→ 합병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한다.

우리는 보다 더 생산적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고품질
의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더욱 성공할 수 있게 
하며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우리의 미션 

하나된 린데 
하나된 린데 (One Linde) 경영이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미션 및 전략적 방향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가치 및 행동강령은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전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의 목표는 사람, 지역사회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안전 문화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
우리는 윤리적이고, 가장 진실된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 (Code of Business Integrity) 에 따라 경영
진,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투명하고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
우리는 모두 개별적 및 공동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달성하고
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를 달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 및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용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 양성 및 유지하고 고성과 팀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
성과 포용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 
생각 및 견해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합니다.

지역사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
원들의 자원봉사와 더불어 회사의 자선기부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
상에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공헌을 만들어 내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가치를 실천한다

목표를 달성한다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행동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