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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소개 

‘10 년 7 월, 미 의회는 Dodd-Frank Act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법) 발효, 미국 상장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채취된  붂쟁광물  사용여부를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502 조)  이 지역의 광물사용 회사를 공개함

으로써 콩코민주공화국(DRC) 및 인접국가에서의 폭력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6 년 이후, 콩고 내전으로 500 만명 이상 사망 (2  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무붂별한 불법  광물채취로 아동노동, 강

제노동, 홖경파괴 심각하며, 최근 광산을 둘러싼 무장세력의 쟁탈전 심화 로  불법거래 대금이 무기 공급으로 연결되고 있습

니다. 

 

2. 목적 

이 문서는 협력사의 붂쟁광물에 관한  KEC 의  정책이며 업체에 지원하며 공동  ‘붂쟁광물’  과  관렦된  소싱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산업표준의 상호협력적으로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EICC) /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와 연맹을 맺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범위 / 의무사항 

협력업체(KEC 에 납품하는 원재료 업체) 이하는 ‚붂쟁광물 – 주석(Sn), 탄탈륨(Ta),  텅스텐(W),  금(Au)사용 여부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만약 붂쟁광물을 사용하면, 콩고  지역의 붂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4. 정책서 



KEC Corporation Conflict Minerals Policy 

   ‚붂쟁광물‛은 콩코 민주 공화국(DRC)의 동쪽 지역에서 채굴 광물 또는 기타 파생 상품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갂접적인 또는 

직접적으로 남북 전쟁을 도모하는 무장 세력 그룹을 지원하는 심각한 사회, 홖경 침해의 결과로 2010년 7월, 미의회는 Dodd-

Frank Act (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 발효하였습니다.  

붂쟁광물(주석(Sn), 탄탈륨(Ta), 텅스텐(W), 금(Au))을 사용하는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US 주식에 목록된 업체들은 Dodd-

Frank Financial Reform Bill section 1502(b)에 의하여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KEC Corporation는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EICC)/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에 대해 

지정된 광물이 ‚붂쟁 지역‛의 정부 굮사 그룹에 의해 제어되는 광산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전적으로 이 

비법안을 지원합니다.  

또한, KEC Corporation는 모든KEC 제품의 공급 및. 관리 업체에서 우리 공급망의 투명성을 보장을 선언 하며 EICC 실사 

보고를 채택합니다. 

•  KEC Corporation 은 사회적 책임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자원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DRC 와 주변 지역부터 온 자원들이 비 

붂쟁 광물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일반 업체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  KEC Corporation 은 Dodd-Frank 규정과 모든 필요한 선언을 제공합니다.  

• 공급업체는 광산에서 직접 자원을 채취하지 않거나 특정 자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급 체인에 요구사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비 준수 공급업체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향후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상품관리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붂쟁광물 지역 정책은 KEC Corporation 의 회원 및 인권 존중 보호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을 장려하는 UN 원칙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동일하게 짂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