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분쟁광물 관리정책
㈜아이엠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
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
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
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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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은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
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
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추진하
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
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未 사용 준
수서를 협력사에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
증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CFS list)
■ OECD 실사 지침서에 따라 주기적인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할 것
입니다.
㈜아이엠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공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아이엠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
격하게 준수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 협력사는 ㈜아이엠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
장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자재에 대한 제련소 및 원산
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
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아이엠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엠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합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할 것입니다.

IM Co. Conflict Minerals Policy
IM has established a dispute management policy to comply with the law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s a global company as a responsible company
Conflict minerals refer to tantalum, tungsten, tin, and gold originated in the Democratic Rep
ublic of the Congo and its adjoining countries (“Covered Countries”). There are concerns th
at the conflict minerals fund armed forces of the Covered Countries causing many deaths of
their own people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mineral excavation such
as forced labor and abuse of women and children.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Unite
d States Congress enact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
t (the “Dodd-Frank Act”).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Conflict Minerals Rule”) re
quires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in U.S. stock exchange to disclose whether the 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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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policy is to eliminate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contained in our product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finance or benefit armed groups in the Covered Countries.
■ Implement procedures compliant with and in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EICC-GeSI C
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and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 Endeavor to trace the conflict minerals back to the source, at least to the smelter or refine
r level through use of the EICC- GeSI Conflict Minerals Reporting Form.
■ Require our suppliers to submit the Form or otherwise verify in writing that all products su
pplied to DAEDUCK GDS do not contain conflict minerals from the Covered Countries that di
rectly or indirectly finance or benefit armed groups in those Covered Countries.
■ Direct our suppliers, whenever possible, to source conflict minerals from the smelters vali
dated through EICC/GeSI Conflict-Free Smelter Program. (CFS list)
■ Establish a supply chain due diligence process for identifying the source of conflict miner
als based on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and when necessary, perform due diligence
on suppliers’ source and chain of custody of conflict minerals.

IM also requires our supplie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nflict Minerals Rule
and expects our suppliers to adhere to the Conflict Minerals Rule and IM’s Conflict Mi
nerals Policy to ensure alignment throughout their own supply chain..
■ Supplier has to be submitted a complete form that all products supplied to IM do not cont
ain conflict minerals from the Covered Countri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finance or benefit
armed groups in those Covered Countries
■ Supplier identify through reasonable efforts all smelters that supply conflict minerals in the
ir supply chain.
■ Supplier correct promptly any risk identified in their supply chain.
If the supplier does not cure or cannot provide proper documentation evidencing a change i
n the sourcing of conflicts minerals, or is found to have provided false records or informatio
n at any time,
IM may terminate its business with that supplier.

IM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source conflict-free minerals to achieve a conflict-free
supply chain with our customers and suppl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