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정책
DSC 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부속
서 II 제3판 (OECD Guidance ) 에 정의된 금 공급망 내 불법 무장 단체, 인권 침해 또는 재
정적 위법 행위에 기여하는 활동을 조사, 감독, 및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속서 II 에 포함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물 채굴, 수송 또는 거래에 수반되는 심각한 유린:
- 모든 형태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 광범위한 성폭력과 같은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유린;
- 전쟁 범죄 및 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반인도적 범죄 또는 대량학살
• 비국가 무장 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지원.
• 공공 또는 민간 보안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지원.
• 뇌물 수수 및 광물 원산지 허위 표시.
• 자금 세탁.
• 정부에 내는 세금, 수수료 및 사용료 미납.
DSC 는 인권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존중하며, OECD 지침 부속서 II에 나열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모든 광물을 '분쟁 광물'로 간주합니다. DSC 는 OECD 지침 부속서 II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법 무장 단체, 인권 침해 또는 재정적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기여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 출처에서의 금 함유 물질만 구매합니다.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DSC 의 모든 관련 직원은 다음 분쟁 광물 실사 시스템을 구
현하기위한 절차를 따르고 교육 받습니다:
• OECD 실사 지침 및 RBA 책임 광물 보증 프로세스 (RMAP)에 따라 관련 공급자의 실사를
수행하고 우리의 공급자도 동일한 절차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
• 우리의 공급망 내 금 함유 물질이 OECD 지침 부속서 II에 정의된 불법 무장 단체,
인권 침해 또는 재정적 위반 행위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 정보를 제공하
고
우리의 공급자가 정보 제공에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 분쟁을 지원할 타당한 위험이 있는 공급자와의 계약은 즉시 중단합니다.
• 분쟁 없는 상태를 검증하고 우리의 분쟁 광물 실사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RMAP 평가를 받습니다.
• 우리의 고객, 관련 이해 관계자 및 대중 (필요한 경우) 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해당 방침 구현의 투명성을 약속합니다.
정책은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널리 전파되었으며 (공급 업체, 고객, 직원 등), 회사 웹 사
이트
(www.dsckor.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방침 또는 실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 사항은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MI)의 고
충 처리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minerals-due-diligence/risk-management/grieva
nce-mechanism/

를 통해 보고 하십시오.

1.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 Policy
DSC recognizes and actively supports international efforts to investigate, supervise and
mitigat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illegal armed groups, human rights violations or
financial misconduct in the gold supply chain as defined in Annex II to the OECD
Survey Guidelines for Responsible Supply Chain for Conflict and High Risk Area
Minerals The risks contained in Annex II are as follows.
• Severe abuses involved in mining, transporting or trading minerals:
- all forms of torture, cruel, inhumane and humiliating treatment;
-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 Worst form of child labor;
- Other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such as widespread sexual violence;
- War crime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rimes
against
humanity or genocide.
• Direct or indirect support for non-state armed groups.
• Direct or indirect support for public or private security forces.
• Bribery and false labeling of mineral origin.
• Money laundering.
• Non-payment of taxes, fees and user fees to the government.
DSC respects the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considers all minerals
at risk of causing damage listed in Annex II to the OECD Directive as 'conflict
minerals'. DSC purchases only gold-containing materials from sources found to be

unrelated to or not contributing to illegal armed groups, human rights violations or
financial violations as defined in Annex II to the OECD Guidelines.
To support the above, all personnel involved in DSC are trained to follow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 following conflict mineral walkdown systems.:
• Under the OECD walkdown guidelines and the RBA Responsible Mineral Assurance
Process (RMAP), the relevant supplier's walkdown is carried out. We encourage our
suppliers to take the same steps.
• Illegal armed groups as defined in Annex II to the OECD Guidelines that contain
gold in our supply chain;

Provide due diligence information to ensure that it does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or financial violation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our suppliers to provide information.
• Contracts with suppliers at reasonable risk to support the dispute will be terminated
immediately.
• We can verify conflict-free conditions and continue to improve our conflict mineral
walkdown management system. It receives an annual RMAP assessment to identify
opportunities.
• Reports to our customers, relevant stakeholders and the public (if necessary) on
progress
Provide to promise transparency in implementing the policy.
. The policy has been widely disseminated to relevant stakeholders (suppliers,
customers,

employees,

etc.)

and

can

be

found

on

the

company

website

at

www.dsckor.com.
Complaints about our policy or due diligence system can be reported through the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RMI) on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minerals-due-diligence/risk-management/grie
vanc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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