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컴 분쟁 광물 정책
 
  (주)이노컴은 인류와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광물 채굴과 아프리카의 분쟁 영향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환경 
악화는 모두 세계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이노컴은 책임 있는 공
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많은 공급 업체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인권을 개선하고 분
쟁지역의 환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노컴은 콩고 민주 공화국을 포함한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분쟁지역의 환경 악화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
는 분쟁 광물 (3TG :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주)이노컴은 윤리적 유통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주)이노컴은 무 충돌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충돌 영향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공
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 ''에 따라 분쟁 광물에 대한 실사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또
한, 공급 업체는 CFSP (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서 인증한 제련소로 전환하고 공
급망의 인증되지 않은 제련소가 CFSP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이노컴은 공급 업체에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및 지원을 통해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급망 전체에서 분쟁 광물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내부적
으로는 공급 업체가 제출 한 정보를 검토하고 시스템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회사를 현장에서 
검사합니다.



Innocom Conflict Free Mineral Policy 
 
  Innocom is trying in order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as a global company 
thinking of the future of the mankind and environment. 
Recentl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in Indonesia and conflict-affected regions in Africa have both 
emerged as key global challenges. In response, Innocom strives to improve human 
rights and help the environment in conflict-affected regions by establishing a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and encouraging more suppliers to 
participate. 
 
  Innocom consider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nflict areas as serious ethical issues in conflict regions in 10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us, it has banned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3TG: tantalum, tin, tungsten, and gold) that are mined in an 
unethical manner in conflict regions. 
 
  Innocom manages the supply chain based on a principle of providing products 
that are produced through an ethical distribution process and by conducting 
thorough examinations on the inclusion of conflict minerals in its products. 
 
To consolidate its Conflict-free System, Innocom implemented due diligence 
process for conflict minerals in line with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In addition, we encourage suppliers to switch to smelters certified by the 
ConflictFree Smelter Program (CFSP), and require uncertified smelters in our 
supply chain to become certified by the CFSP. 
 
Furthermore, Innocom provides guidelines to suppliers and raises their awareness 
about conflict minerals issues through education and support, while also 
conducting regular investigations into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nternally, we review information submitted by suppliers and 
conduct on-site inspections of companies whose systems require additional 
ver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