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 정책 

당사의 공급망 정책은 책임있는 광물 확약 프로세스(RMAP: Responsible Minerals Asssurance 

Process)를 준수하며,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AHRA) 의거 분쟁 및 고위험지역(CAHRA : Conflict-

Affected & High-Risk Areas)에서 무장집단에 자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아동 인권유린과 

관련된 분쟁광물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실사지침 제 3 판과 부합 하도록 할 것이며 당사의 공급망 정책에서 

OECD 지침 부속서Ⅱ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다루며, 지리적 범위는 전세계를 포함한다. 

본 정책은 당사 경영진에 의해 검토, 승인, 이행을 약속하며, 책임있는 공급망 정책은 공급업체, 

고객, 임직원 등에 널리 전파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홍보한다.  

당사는 다양한 공급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강한 실사체계와 OECD 지침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본 정책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공급망 정책에 대한 기업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 당사는 공급망에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확고한 프로세스를 보유한다. 

3. 당사는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이들 공급업체의 상위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실사를 할것을 권장하며, 공급망에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 대해 자금과 이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상기 실사정보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쟁지역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하기 위험 관리 전략에 따라 판단 진행한다 

  1) 금 공급업체가 측정 가능한 방식의 위험 관리 노력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계속한다  

  2) 위험 완화 노력을 이행하지만, 위험이 측정 가능할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일시적 정지한다 

  3) 위험 완화노력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금 공급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한다  

5. 당사의 임직원은 국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협정에 따른 자급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정책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다한다. 

6. OECD 지침 5단계에 따라 공개보고서를 작성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 이해당사자 등에 

발표하여 본 정책의 실행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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