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에 대한 열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시간, 국경,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열망입니다.
뷰티는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뷰티는 외모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이며,
뷰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난 백 년 이상 우리는 뷰티를 창조하는 데에 전념해왔으며,
창업주 일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주의 개척 정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품질, 효능, 안전성, 진정성, 책임성 측면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뷰티에 대한 니즈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로레알의 목표입니다.
뷰티는 끝없는 여정이기에, 로레알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레알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기에, 모든 형태의 뷰티를 로레알 브랜드에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로레알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리더로서 로레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레알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뷰티의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로레알은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 교육,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여 사회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레알은 소비자의 다양성에 발맞추어 조직 내 다양성을 추구하여 포용적인 기업을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로레알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 및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로레알은 탄탄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로레알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합니다.
로레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천연 자원을 보존하여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로레알은 세계를 움직이는 뷰티를 창조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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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re for beauty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humanity,
It’s a universal aspiration which crosses time, countries, and cultures.
Beauty is a powerful force that moves us.
We know that beauty is more than just looking good,
Beauty gives us confidence in who we are, in who we want to be, and in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For over a century we have been dedicated to one sole vocation: creating beauty.
Remaining true to the pioneering spirit of our founder, with the unwavering support of his
family, who always accompanied our development.
Our goal is to offer each and every person around the world the best of beauty in terms of
quality, efficacy, safety, sincerity and responsibility
to satisfy all beauty needs and desires in their infinite diversity.
Because beauty is a permanent quest, we harness the power of our innovation to
continually enhance the performance of our products & services.
Because we value diversity, we leverage each of our brands to celebrate all expressions of
beauty.
Because we strive to be exemplary with a long-term vision, we anchor our actions in our
strong values and demanding ethical principles.
And because we are the global leader in beauty,
We are aware that everything we do can have a meaningful impact, therefore:
We act to shape the future of beauty by leveraging the bes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reasingly inspired by nature
We act to drive social innovation by offering the best working conditions, training, and
social protection for our employees
We act to build a business with inclusivity at its heart by ensuring we are as diverse as the
people we serve
We act to nurture lasting partnerships with our clients and suppliers based on mutual trust
and collaboration
We act to create value for all our shareholders, by sustaining a robust business model
We act to champion the cause of women and to strengthen the communities with which
we engage
We act to protect the beauty of the planet, by fighting climate change, respecting
biodiversity and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At L'Oréal, we share a common purpose to
Create the beauty that mov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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