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5nd, 2018
Dear 동양루브실,
Dow Chemical Silicones Korea remains committed to providing you and your company with high quality
and reliable silicone products. It is with careful consideration and cost evaluation that effective
November 1st, 2018, Dow Corning will be instituting in the 7% price increase on the products as
followings.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은 믿을수 있는 고품질의 실리콘 제품을 귀하와 귀사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고민과 비용평가를 한 바, 2018 년 11 월 1 일을 기준으로,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은 하기 제품에 대하여 7%의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제품 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LDC7091 (NO PROM),CRT,300ML-24CTN
All orders that place on or after November 1st, 2018 will be subject to the new pricing, or as contract
allows.
2018 년 1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발주된 모든 주문은 새로운 가격 또는 별도 계약이 허용하는
가격이 적용될 것입니다.
Dow Chemical Silicones Korea has programs in place to find ways to be more cost-effective in our
overall business to help mitigate the increases we see. However, we continue to see increases in our
overall cost structure with significant impact from raw material pricing, energy cost and logistic cost.
The price increase is necessary to ensure Dow Corning’s sustainability to better meet your expectations
as a long-term, reliable supplier and provide you innovation, technical, and applications support. It also
reflects our long-term commitment to your market and our resolve to serve your business.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은 비용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가장 비용의
효율성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에너지및 운송비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비용구조 속에서 지속으로 비용증가가 있었습니다. 본 가격인상은 장기적,
신뢰할만한 공급자로서 귀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보다 더 나은 혁신, 기술 및 응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자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귀하의 시장에 당사의 장기적인 헌신과 귀하의 사업지원의 의지표현이기도 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price increas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ur Dow Corning
representative.
본 가격인상관련 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의 담당영업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OW RESTRICTED

We appreciate your current business and look forward to serving you in the future.
귀하와의 현재 사업에 감사하며 미래에서 귀하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DOW RESTRI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