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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 05.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발루프” 또는 “당사”라고 합니다)는 귀하가 당사에 관심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는 당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 웹사이트인 www.balluff.com/en-kr 에 방문 시 이루어지는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의 회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 및 연락처 

당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에 있습니다. 당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자 연락처 :  

 

발루프코리아(유)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210 호 

1650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앞 

전화 : +82 31 8064 1757 

Sales.kr@balluff.co.kr   

 

더 자세한 정보는 법적 공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신속히 성심을 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류호영 

전화: +82 31 8064 1757 

이메일 : hoyoung.ryu@balluff.co.kr 

부서명 : 관리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당사의 개인정보 수집 업무에 관하여 문의, 제안, 불만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당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웹사이트 방문 시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진실 여부와 무관함)로서, 해당 정보로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와 

보유하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 개인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성명, 직장 주소, 직무,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계정 세부정보, 직능, 업무분야, 회사 및 

국가/지역, 선호 연락처, 비밀번호, 부서, 회사 웹 주소, 회사 전화번호, 업권, 납세자 식별번호, 

− 분석 정보(당사의 웹페이지 및 블로그 내 활동, 웹사이트 방문자의 페이지 뷰 수 및 체류 시간, 각 방문자의 클릭 

경로, 랜딩페이지 방문, 뉴스레터 및 캠페인 이메일 오픈율, 폼 제출 수, 제출된 고유한 폼 수, 세션, 세션 길이, 

이탈률, 접속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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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정보 : IP 국가, IP 국가 코드, IP 지역, IP 표준시간대, 브라우저 유형, 도메인 이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당사 사이트에서 열람한 파일(예: HTML 페이지, 그래픽 등), 운영체제, 기기 유형, 

클릭스트림 데이터(첫번째 및 마지막), 접속 시간 및 참조 웹사이트 주소, 가입 시간 및 가입에 이용된 웹폼, 마지막 

활동 시점, 마지막 접속 시점, 마지막 변경 시점, 세일즈 활동 수, 접속 횟수 등 

귀하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경우(즉, 계정을 등록하거나 당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Google Analytics 및 HubSpot 과 같이 당사가 이용하는 웹 분석 서비스에 의하여 수집되는 귀하의 이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하의 6, 7, 8 을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총계처리되므로, 모든 

경우에 개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당사는 귀하가 관심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는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웹사이트 회원가입 목적 

− 당사 웹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신원 확인 목적 

−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귀하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 (예 : 결제, 배송, 교환, 환불, A/S, 제품 공급 안내 

및 불만사항 응대) 

− 당사 및 귀하가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콘텐츠 제공 목적 

−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귀하와 연락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 

− 내부 기록 보관 및 관리 목적 

− 분석, 시장 조사 및 비즈니스 개발 목적(당사 웹사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 및 

개선 목적 포함) 

− 캠페인 수행을 위한 목적 및/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및 귀하의 관심사에 부합할 만한 타사에 대한 정보의 전송 등 홍보, 

마케팅 목적 

− 제공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또는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 

− 뉴스레터 구독 관리 목적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4. 개인정보의 이전 

당사는 오로지 당사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주체에게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4.1 계열사 

Balluff GmbH 및 그 계열사 

4.2 파트너사 

당사는 데이터 무결성 검사 수행, 웹사이트 최적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상 광고 전달,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및/또는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센터 운영,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회사와 같이 당사를 위하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는 당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귀하의 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에 의하여 당사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는 이전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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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주체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타 주체에게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준수하거나 의무적인 법적 절차에 응하는 경우 (예 : 법원 또는 규제기관의 명령) 

− 당사의 서비스를 규율하는 정책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 당사, 당사의 계열사, 파트너사 또는 고객의 권리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합병 또는 양도의 일부로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 귀하가 정보 공유에 동의하거나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4.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당사는 아래의 제 3 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Balluff 계열사 

Balluff Automation (상해) 

주식회사 / 중국 

Balluff GmbH/독일 

 

- 당사 웹사이트 회원가입 목적 

- 당사 웹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신원 확인 목적 

-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귀하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 (예 : 결제, 

배송, 교환, 환불, A/S, 제품 

공급 안내 및 불만사항 응대) 

- 당사 및 귀하가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콘텐츠 제공 목적 

-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귀하와 연락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 

- 내부 기록 보관 및 관리 목적 

- 분석, 시장 조사 및 비즈니스 

개발 목적(당사 웹사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 및 개선 

목적 포함) 

- 캠페인 수행을 위한 목적 

및/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와 귀하의 

관심사에 부합할 만한 타사에 

대한 정보의 전송 등 홍보, 

마케팅 목적 

- 성명, 직장명, 직장 

주소, 직무,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계정 세부정보, 직능, 

업무분야, 회사 및 

국가/지역, 선호 연락처 

- 분석 데이터(당사의 

웹페이지 및 블로그 내 

활동, 웹사이트 방문자의 

페이지 뷰 수 및 체류 

시간, 각 방문자의 클릭 

경로, 랜딩페이지 방문, 

뉴스레터 및 캠페인 

이메일 오픈율, 폼 제출 

수, 제출된 고유한 폼 수, 

세션, 세션 길이, 이탈률, 

접속 횟수) 

-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로서 IP 

국가, IP 국가 코드, IP 

지역, IP 표준시간대, 

브라우저 유형, 도메인 

이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당사 사이트에서 열람한 

파일(예: HTML 페이지, 

그래픽 등), 운영체제, 

기기 유형, 클릭스트림 

데이터(첫번째 및 마지막), 

접속 시간 및 참조 

웹사이트 주소, 가입 시간 

및 가입에 이용된 웹폼, 

마지막 활동 시점, 마지막 

접속 시점, 마지막 변경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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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또는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 

- 뉴스레터 구독 관리 목적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시점, 세일즈 활동 수, 

접속 횟수 등 

 

씨제이대한통운/대한민국 - 배송 서비스 계약  

- 고객 신원 확인   

- 택배 배송  

- 결제, 배송 사고 처리 및 보상  

- 배송 위치/도착 정보  

-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통관고유부호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대한민국 

본인인증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대한민국 

결제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Kuehne + Nagel 

Managment AG/ 스위스 
- 배송 서비스 계약 

- 고객 신원 확인 

- 택배 배송 

- 결제, 배송 사고 처리 및 보상 

- 배송 위치/ 도착 정보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통관고유부호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국외 이전) 제 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위탁 업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HubSpot Inc./ 

정보관리책임자 

: Nicholas 

Knoop / 미국 

성명, 회사명, 직장 주소, 직무,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계정 

세부정보, 직능, 업무 분야, 회사 

및 국가/지역, 선호 연락처 

- 분석 데이터(당사의 웹페이지 

및 블로그 내 활동, 웹사이트 

방문자의 페이지 뷰 수 및 체류 

시간, 각 방문자의 클릭 경로, 

랜딩페이지 방문, 뉴스레터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 연락 폼 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당사와 연락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뉴스레터 발송 

- 당사 블로그 콘텐츠 관리 

- 블로그 업데이트 구독 

- 광고 캠페인의 일부로 

이용되며 백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와 같은 상호작용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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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메일 오픈율, 폼 제출 

수, 제출된 고유한 폼 수, 세션, 

세션 길이, 이탈률, 접속 횟수) 

-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로서 IP 국가, IP 

국가 코드, IP 지역, IP 

표준시간대, 브라우저 유형, 

도메인 이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당사 

사이트에서 열람한 파일(예: 

HTML 페이지, 그래픽 등), 

운영체제, 기기 유형, 

클릭스트림 데이터(첫번째 및 

마지막), 접속 시간 및 참조 

웹사이트 주소, 가입 시간 및 

가입에 이용된 웹폼, 마지막 

활동 시점, 마지막 접속 시점, 

마지막 변경 시점, 세일즈 활동 

수, 접속 횟수 등 

기회를 포함하는 랜딩 페이지의 

생성  

- 소셜미디어 링크 및 소셜 

미디어 공유 

- 웹페이지 이용 평가(접속, 

방문한 페이지, 체류 시간 등) 

및 뉴스레터 이용 평가(오픈율, 

클릭률, 구독 취소 등) 

Google Inc. 

(Google 

Universal 

Analytics)/ 

미국 

IP 주소, 세션 시간, 세션당 

페이지, 이탈률, 방문 시간, 

방문한 페이지, 웹페이지의 각 

페이지에서 체류한 시간, 웹 

브라우저 유형, 운영체제 유형, 

플래시 버전, 자바스크립트 지원, 

화면 해상도, 화면 색상 처리 

성능, 네트워크 위치, 문서 

다운로드, 참조 사이트 세부정보, 

외부 사이트 링크 클릭, 동영상 

클릭, 스크롤 깊이 

개인정보 

수집 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당사 웹사이트 이용 분석 및 

정기적인 개선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Youtube LLC/ 

미국 

IP 주소, 요청 일시, 그리니치 

평균시(GMT) 기준 표준시간대, 

요청 내용(특정 페이지), 액세스 

상태/HTTP 상태 코드, 전송된 

데이터 용량, 요청이 이루어진 

웹사이트, 브라우저, 운영체제 및 

인터페이스, 언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버전  

개인정보 

수집 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귀하에게 Youtube 동영상 

삽입(emb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하는 Youtube 의 정보 수집 

및 처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Youtube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귀하의 

권리 및 설정 옵션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google.de/intl/en/policie

s/privacy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Google Maps/ 

미국 

IP 주소, 요청 일시, 그리니치 

평균시(GMT) 기준 표준시간대, 

요청 내용(특정 페이지), 액세스 

상태/HTTP 상태 코드, 전송된 

데이터 용량, 요청이 이루어진 

개인정보 

수집 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당사 웹사이트에서 대화형 

지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 

귀하는 플러그인 제공자의 정보 

수집 및 처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http://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http://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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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브라우저, 운영체제 및 

인터페이스, 언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버전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귀하의 

권리 및 설정 옵션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google.de/intl/en/policie

s/privacy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주)코리아센터

/ 대한민국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이용자 정보 DB 시스템 위탁 

운영(정보 처리업무 위탁)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당사가 계열사, 파트너사, 기타 주체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대한민국에 상응하는 정보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의 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미국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 및 감시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귀하는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쿠키 사용 

발루프 웹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쿠키가 필요합니다. 쿠키란 귀하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때에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작은 파일입니다.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로드할 때마다 귀하의 브라우저는 당사의 웹사이트와 관련된 쿠키(당사 

웹사이트명을 포함하고 있는 쿠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존재하는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는 쿠키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당사 웹사이트로 전송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웹사이트는 해당 브라우저에서 이전에 열람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표시되는 콘텐츠 중 일부는 이러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키는 페이지 디자인을 최적화·개인화하고,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로딩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통계 목적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쿠키를 사용함으로써 당사는 귀하가 흥미로워 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경우 

웹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쿠키는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모든 쿠키를 

허용 또는 차단하거나, 특정 유형의 쿠키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웹사이트가 쿠키를 저장하려고 할 

때마다 귀하에게 확인을 구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쿠키를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브라우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브라우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할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 내 통합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브라우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http://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http://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http://windows.microsoft.com/en-gb/internet-explorer/delete-manage-cookies#ie=ie-11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4027947/microsoft-edge-delete-cookie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delete-cookies-remove-info-websites-stored
http://support.apple.com/kb/HT1677?viewlocale=en_GB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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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쿠키를 사용하며, 해당 쿠키의 범위 및 운영 원칙은 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임시 쿠키 (9.1 참고) 

− 지속 쿠키 (9.2 참고) 

5.1 임시 쿠키 

임시 쿠키는 브라우저를 닫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특히, 임시 쿠키는 세션 쿠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쿠키들은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공동 세션에 다른 쿼리를 할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션 ID 를 저장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로 돌아올 경우 귀하의 컴퓨터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세션 쿠키는 로그아웃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5.2 지속 쿠키 

지속 쿠키는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시간은 쿠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브라우저 내 

보안 설정에서 언제든 쿠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하는 대로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 3 자 쿠키 또는 모든 쿠키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도움말” 기능을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경우 웹사이트 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3 귀하가 당사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추후 재방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쿠키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브라우저는 사용된 플래시 쿠키를 수집하지 않으나, 플래시 플러그인은 이를 수집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기기(end device)에 설치된 HTML5 스토리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귀하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며, 자동 만료일이 없습니다. 플래시 쿠키의 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BetterPrivacy for 

Mozilla Firefox 나 Adobe Flash Killer Cookie for Google Chrome 과 같은 추가 기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설정함으로써 HTML5 스토리지 장치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쿠키와 브라우저 기록을 직접 삭제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5.4 쿠키 세부정보 

당사는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 설명/목적 만료일  쿠키 유형 

_gat_ldi 
(Google Analytics) 
 

통계 

쿠키 요청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_gat 
(Google Analytics) 

통계 

Google Analytics 에서 쿠키 요청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_ga 
(Google Analytics) 

통계 

이 쿠키는 분석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익명 정보를 수집합니다.  

2 년 분석용 & 

기능성 

_gid 
(Google Analytics) 

통계 

방문자들이 어떻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고유 ID 를 

등록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laravel_session 
(Balluff Webshop) 

온라인 샵 이용자 세션 식별 

온라인 샵 로그온 및 이용자 세션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 쿠키는 올바르게 장바구니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샵 이용자를 식별합니다. 

5 일 필수 

XSRF-TOKEN 
(Balluff Webshop) 

온라인 샵 내 보안 

사이트 간 요청 위조에 대한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일 필수 

PREF 
(YouTube) 

통계 

Google 이 다른 웹사이트 방문자의 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유 ID 

2 년 분석용 &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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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_INFO1_LIVE 
(YouTube) 

설정 

삽입된 YouTube 동영상의 필요대역폭을 결정합니다. 

8 개월 분석용 & 

기능성 

GPS 
(YouTube) 

추적 

지리 기반 GPS 추적을 허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에 고유 ID 를 등록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YSC 
(YouTube) 

통계 

Youtube 가 삽입된 Youtube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 설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session 
(Balluff Webshop) 

인터넷 샵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일 필수 

auth_token 
(Balluff Webshop) 

인터넷 샵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일 필수 

auth_uid 
(Balluff Webshop) 

인터넷 샵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일 필수 

external_access 
(Balluff Webshop) 

인터넷 샵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일 필수 

last_cart_count 
(Balluff Webshop) 

인터넷 샵이 장바구니 내 상품 수를 캐시에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6 개월 필수 

myballuff 
(Balluff Webshop) 

My Balluff 포털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개월 필수 

IDE 
(Google)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용자에게 타겟 광고를 

표시할 목적으로, Google DoubleClick 이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자의 광고를 시청하거나 클릭한 

후에 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 년 분석용 & 

기능성 

__hs_opt_out 
(HubSpot) 

HubSpot 이 귀하의 쿠키 설정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3 개월 필수 

__hs_initial_opt_in 
(HubSpot) 

방문자가 엄격 모드를 사용할 때, HubSpot 이 쿠키 

배너가 계속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7 일 필수 

__hs_cookie_cat_pref 
(HubSpot) 

HubSpot 이 방문자가 동의한 카테고리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3 개월 필수 

<id>_key 
(HubSpot)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추후 

동일한 브라우저로 다시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HubSpot 이 이 

쿠키를 설정합니다. 

14 일 필수 

hs-messages-is-open 
(HubSpot) 

HubSpot 이 향후 방문에 대하여 대화 위젯이 열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30 분 필수 

hs-messages-hide-welcome-
message 
(HubSpot) 

HubSpot 이 대화 위젯 시작 메시지가 지워진 후 하루 

동안 나타나지 않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1 일 필수 

__hsmem 
(HubSpot) 

멤버십 이용자가(대부분 발루프 영업사원) HubSpot 에 

로그인한 상태인 경우 이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1 년 필수 

hs-membership-csrf 
(HubSpot) 

HubSpot 이 콘텐츠 멤버십 로그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션 필수 

hs_langswitcher_choice 
(HubSpot) 

방문자가 다중 언어 페이지를 볼 때, HubSpot 이 

방문자가 선택한 언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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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fruid 
(Cloudflare) 

Cloudflare 가 쿠키 요청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세션 필수 

__hstc 
(HubSpot) 

HubSpot 이 방문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도메인, utk, 최초 타임스탬프(첫 방문), 최후 

타임스탬프(마지막 방문), 현재 타임스탬프(현 방문), 

세션 수(각 후속 세션에 대한 증가분)를 포함합니다. 

13 개월 분석용 & 

기능성 

Hubspotutk 
(HubSpot) 

HubSpot 이 방문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폼 제출 시 HubSpot 에게 

전달되며, 연락 중복 제거 시에 사용됩니다.  

13 개월 분석용 & 

기능성 

__hssc 
(HubSpot) 

HubSpot 이 세션에 대한 추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도메인, 조회수(세션 내 페이지 조회의 

증가분), 세션 시작 타임스탬프를 포함합니다. 

30 분 분석용 & 

기능성  

__hssrc 
(HubSpot) 

HubSpot 이 세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세션  분석용 & 

기능성 

messagesUtk 
(HubSpot) 

HubSpot 이 쿠키를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채팅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13 개월 분석용 & 

기능성  

fr 
(Facebook) 

Facebook 이 리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 개월 분석용 & 

기능성 

fbp 
(Facebook) 

Facebook 이 리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 개월 분석용 & 

기능성 

 

필수 쿠키 

이 쿠키들은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 쿠키들은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안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쿠키들이 없을 경우 웹사이트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분석용 & 기능성 쿠키 

이 쿠키들은 당사의 웹사이트 중 어느 부분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는 개인에 대한 

정보 없이 통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쿠키들은 당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콘텐츠를 귀하의 수요에 맞추고, 당사의 

제품의 타겟 프로모션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쿠키들은 당사가 귀하의 흥미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표시하고 사이트 이용을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설정을 저장함으로써 귀하를 지원합니다. 

귀하는 쿠키 배너에서 HubSpot 쿠키 사용에 사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쿠키를 거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8. 및 9.를 

참조하십시오. 

 

6. HubSpot 과의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당사는 당사의 웹사이트인 www.balluff.kr, 블로그인 blog.innovatingautomation.asia/, 지식 베이스인 

kb.innovatingautomation.asia/에서 미국 기업인 HubSpot(HubSpot Inc., 2nd Floor 30 North Wall Quay, Dublin 1, Ireland)의 

HubSpot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이하 HubSpo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HubSpot 은 당사가 디지털 마케팅, 판매, 고객 관리 

등 여러 측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또한, 당사는 웹을 최적화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목적으로 이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HubSpot 을 사용합니다 :  

− 연락처 폼 또는 실시간 채팅 상자를 통한 연락 

− 뉴스레터 발송 

− 블로그 콘텐츠 관리 

− 블로그 업데이트 구독 

− 광고 캠페인의 일부로 이용되며 백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와 같은 상호작용 기회를 포함하는 랜딩 페이지 생성 

− 소셜미디어 링크 및 소셜미디어 공유 

− 웹페이지 이용 평가(예 : 접속, 방문한 페이지, 체류 시간 등) 및 뉴스레터 이용 평가(오픈율, 클릭률, 구독 취소 등) 

http://www.balluff.kr/
https://blog.innovatingautomation.asia/
https://kb.innovatingautomati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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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연락처 양식, 실시간 채팅 또는 다운로드 양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사의 소프트웨어 및 

호스팅 파트너사인 미국 소재 HubSpot 의 서버에 저장됩니다.특히, 귀하의 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미국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 및 감시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귀하는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ubSpot 또한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당사로 하여금 웹사이트 이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당사가 

방문 및 열람한 페이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로써 온라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HubSpot 은 당사를 대신하여 수집된 

정보(예: IP 주소, 지리적 위치, 브라우저 유형, 방문 지속 시간 및 열람한 페이지)를 평가합니다. HubSpot 이 당사의 웹사이트와 

블로그 내 귀하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페이지 첫 방문 시 나타나는 쿠키 메시지에서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HubSpot 은 “EU - U.S. Privacy Shield Frameworks”의 

조항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며, TRUSTe’s Privacy Seal 및 “U.S. - Swiss Safe Harbor”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습니다. 

HubSpot 의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bSpot 이 사용하는 쿠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랜딩 페이지 및 뉴스레터 마케팅에 관한 양식 

당사의 제품별 랜딩 페이지는 신속한 온라인 연락 또는 브로셔/백서 다운로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소통하고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하는 것은 귀하의 정보 처리에 대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해당 연락처 양식을 통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정보는 귀하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제공에 근거한 것입니다. 

연락처, 다운로드 양식 또는 실시간 채팅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칭호(Mr/Mrs), 직무, 업무분야, 회사, 국적은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고 귀하에 답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 수집되는 기술적 정보: IP 주소, 구독 신청 시간 및 구독 신청을 위하여 이용된 웹양식 

귀하의 개인정보는 승인되지 않은 제 3 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당사의 마케팅 자동화 툴인 HubSpot 에 

저장됩니다. 모든 뉴스레터는 구독 취소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언제든지 hoyoung.ryu@balluff.co.kr 

로 이메일을 보내 당사에 대하여 귀하의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2 블로그 및 업데이트 

귀하는 블로그 업데이트를 위하여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선택한 수신 

빈도에 따라 매월 blog.innovatingautomation.asia.의 게시물을 이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귀하가 블로그 업데이트를 구독함으로써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귀하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제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hoyoung.ryu@balluff.co.kr 로 이메일을 보내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3 뉴스레터 

당사와 당사의 제품에 대하여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당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이메일 

− 산업 관련 뉴스 

− 발루프 관련 뉴스(회사/마케팅/어플리케이션/제품) 

− 혁신적인 자동화 관련 뉴스 

− 판매 및 제안 관련 이메일 

− 블로그 관련 뉴스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는 이메일 주소만 필요합니다. 별도로 표시된 다른 정보의 제공은 선택 사항이며, 귀하를 

개인적으로 응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귀하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뉴스레터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hoyoung.ryu@balluff.co.kr 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 HubSpot 을 이용하며, 당사에 의해 HubSpot 은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는 개별 발루프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마케팅 계획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는 타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귀하가 더 이상 당사로부터 뉴스레터를 수신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귀하의 정보를 차단할 것입니다.  

https://www.hubspot.com/data-privacy/gdpr
https://knowledge.hubspot.com/articles/kcs_article/reports/what-cookies-does-hubspot-set-in-a-visitor-s-browser?__hstc=230861184.9517efad9361d42e0d6d56a181f5f11a.1523616621527.1523616621527.1523616621527.1&__hssc=230861184.1.1523616621527&__hsfp=1827787643
mailto:hoyoung.ryu@balluff.co.kr
https://blog.innovatingautomation.asia/
mailto:hoyoung.ryu@balluff.co.kr
mailto:hoyoung.ryu@ball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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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시간 채팅 

당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또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기타 발루프에 대한 다른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채팅 기능을 통해 당사에 바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시간에만 

가능함). 귀하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직무를 요구합니다. 귀하가 

실시간 채팅 도중 당사에 다른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이 정보는 자발적인 제공에 근거한 것입니다. 

6.5 분석용 데이터 및 보고 

당사는 HubSpot 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분석용 수집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웹페이지 및 블로그 내 활동 

− 웹사이트 방문자의 페이지 뷰 수 및 체류 시간 

− 각 방문자의 클릭 경로 

−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파일 다운로드 

− 랜딩 페이지 방문 

− 뉴스레터 및 캠페인 이메일 오픈율 

귀하가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분석용 데이터의 수집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귀하는 

쿠키 메시지의 거부 버튼을 통해 HubSpot 의 추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6 HubSpot 로그파일 

HubSpot 을 통해 생성된 웹사이트/랜딩 페이지를 호출하는 경우, HubSpot 은 자동적으로 이른바 로그파일을 

생성합니다. 로그파일은 특히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브라우저 유형, 도메인 이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트에서 열람한 파일(예: HTML 페이지, 그래픽 등), 운영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 접속 

시간 및 참조 웹사이트 주소. HubSpot 은 이러한 정보를  웹사이트의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는 자동적으로 수집된 위 정보를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7. Google Analytics 이용 

본 웹사이트는 Google Inc.(Google)의 웹 분석 서비스인 Google Analytics 를 이용하고 있으며, Google Analytics 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를 통해 생성된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Google 서버로 이전되어 

저장됩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IP 익명화를 활성화하면, IP 주소가 성화된 경우, 귀하의 IP 주소가 Google 에 의하여 사전에 

축약될 수 있습니다. Google 은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을 평가하고, 웹사이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웹사이트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신하여 이 정보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웹사이트의 이용을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하여 Google Analytics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계를 이용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는 이용자 ID 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Google Analytics 를 이용합니다.  

본 웹사이트는 Google Analytics 와 함께 “anonymizelp()”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IP 주소는 특정 

개인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축약된 형태로만 추가 처리됩니다. 귀하로부터 수집된 정보에서 개인적 연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즉시 거부되며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Google Analytics 프레임워크 내에서 귀하의 브라우저가 전송한 IP 주소는 Google 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내 설정을 통해 쿠키가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 웹사이트 내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링크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Google 이 쿠키로부터 생성된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정보(IP 주소 포함)를 수집하는 것과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tools.google.com/dlpage/gaoptout. 추후 귀하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는 거부 쿠키가 설치될 것입니다.  

Google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gle Dublin, Google Ireland Ltd., Gordon House, Barrow Street, Dublin 4, Ireland, Fax: +353 (1) 436 1001. 

이용약관 : www.google.com/analytics/terms/gb.html.  

정보 보호 개관 :  www.google.com/intl/de/analytics/learn/privacy.html .  

개인정보 처리방침 : www.google.de/intl/gb/policies/privacy.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en-GB
https://www.google.com/analytics/terms/gb.html
https://marketingplatform.google.com/about/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GB&g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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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Google Tag Manager 

Google Tag Manager 는 단일 인터베이스를 통해 웹사이트 태그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또한, 당사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Google Analytics 와 Google Marketing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태그를 실행하는) Tag 

Manager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Google 서비스의 다음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이용 가이드라인 : www.google.com/intl/de/tagmanager/use-policy.html. 

7.2 Google Universal Analytics 

당사는 “Universal Analytics” 형태의 Google Analytics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Universal Analytics”란 Google Analytics 

중 이용자 분석이 가명 이용자 ID 를 기반으로 적용되어 여러 기기의 이용 정보로부터 가명의 이용자 프로필이 

생성되는 절차입니다(일반적으로 “교차 기기 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당사 웹사이트의 기타 기능 및 서비스 

당사의 웹사이트를 순수 정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당사는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는 당사에 관련 서비스를 위해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웹사이트 운영 및 관련 처리를 위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탁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귀하의 개인정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만 처리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합니다.  

귀하의 정보가 정보 보호 법령이 없는 국가 내 제공자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하여금 당사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귀하 정보의 처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웹사이트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귀하는 해당 기능의 이용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될 수 있으며, 리디렉션 전 고지를 받을 것입니다. 귀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 제공은 해당 제공자의 명의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루프는 이러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각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1 당사 온라인 샵 이용 

귀하가 당사의 온라인 샵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는 주문 프로세스의 범위 내에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계약처리에 필요한 필수항목은 별도 표기되며, 기타 정보는 선택항목 입니다.  

당사는 결제처리를 위해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귀하의 은행 세부 정보는 승인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담당 은행 또는 신용기관에도 이전됩니다. 당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p.co.kr/etc.private.do. 

귀하는 추가 구매를 위해 귀하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고객 계정을 자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귀하에 의해 특정된 정보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저장됩니다. 당사는 고객 영역에 저장되는 귀하의 정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 프로세스는 SSL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 되어 제 3 자가 귀하의 개인정보(특히, 은행 세부정보)에 허가 받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제 후 당사는 익명 설문을 실시합니다. 위 설문은 자유의사에 따라 완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보관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위 설문은 만족도 평가 및 의견에 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온라인 샵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증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2 튜브 동영상 통합 

1) 당사는 온라인 서비스에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하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www.youtube.com 에 저장되어 있으며,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바로 재생 가능합니다.  

  

https://www.google.com/intl/de/tagmanager/use-policy.html
https://www.kcp.co.kr/etc.private.do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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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웹사이트 방문 시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하위 페이지를 호출하였다는 사실이 유튜브에 

전달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다음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IP 주소 

− 요청 일시 

− 그리니치 평균시(GMT) 기준 표준시간대 

− 요청 내용(특정 페이지) 

− 액세스 상태/HTTP 상태 코드 

− 전송된 데이터 용량 

− 요청이 이루어진 웹사이트 

− 브라우저 

− 운영체제 및 인터페이스 

− 언어 및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버전 

삽입된 영상를 불러오면 미국에 소재한 유튜브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와 연결되고, 귀하가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보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됩니다. 당사는 유튜브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알지 못하며 그 

사용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국가에 수집된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정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외의 국가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의 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미국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 및 감시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귀하는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집은 유튜브가 로그인한 이용자 계정을 제공하는지, 또는 이용자 계정이 없는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Google 에 로그인하면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계정에 바로 이전됩니다. 정보가 유튜브 프로필에 이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버튼을 활성화하기 전에 로그아웃하여야 합니다. 유튜브는 귀하의 정보를 이용 프로필로서 저장하며, 광고, 

시장 조사 및/또는 자사 웹사이트의 수요 기반 디자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특히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고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에게 귀하의 당사 웹사이트 내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적용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용자 프로필 생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튜브에 거부 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유튜브의 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목적과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리 및 설정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8.3 Google Maps 의 통합 

1)  당사는 본 웹사이트에서 Google Maps 를 이용하여 본 웹사이트에서 바로 대화형 지도를 표시하고 지도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정보는 (해당 기기의 설정에 의해) 귀하의 동의 없이 수집된 

특정 IP 주소 및 위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 특정 글꼴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 

웹사이트를 불러올 때 미국에 소재한 Google 서버와 연결됩니다. 귀하가 Google Maps 을 불러오면, Google 은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하여 귀하의 기기(end device)에 쿠키를 저장합니다. 당사의 위치를 표시하고 

길안내를 편집 하기 위하여, 귀하의 이용자 설정과 정보가 처리됩니다. 당사는 Google 이 미국에 소재한 서버를 

사용하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에서 해당 하위 페이지를 호출했다는 사실이 Google 에 

전달됩니다. 또한, Google 은 상기 8.2 2) 에 열거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집은 Google 이 로그인한 이용자 

계정을 제공하는지, 또는 이용자 계정이 없는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Google 에 로그인한 경우,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계정에 바로 이전됩니다. 귀하의 Google 프로필에 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버튼을 활성화하기 전 로그아웃하여야 합니다. Google 은 귀하의 정보를 이용 프로필로서 저장하며, 광고, 시장 

조사 및/또는 자사 웹사이트의 수요 기반 디자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자들에게 귀하의 당사 웹사이트 내 활동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적용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용자 프로필 생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Google 에 거부 

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GB&g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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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러그인 제공자의 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목적과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리 및 설정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google.de/intl/en/policies/privacy.  

8.4 소셜 미디어 아이콘 사용 

당사는 웹사이트에 소셜 미디어 아이콘을 배치하였습니다. 귀하는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다음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유튜브, Twitter, LinkedIn.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플랫폼 제공자를 로고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발루프 게시물 내 아이콘을 통해 이들의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수집된 정보 및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정보 수집, 처리 목적, 보유 기간에 대하여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당사는 정보 삭제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귀하에게 발루프에서 각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하에서 귀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Inc., 1601 S California Ave, Palo Alto, California 94304, USA; 

www.facebook.com/policy.php Facebook 은 EU-US Privacy Shield 를 적용받습니다, www.privacyshield.gov/EU-

US-Framework. 

− YouTube LLC, 901 Cherry Ave., San Bruno, CA 94066 USA; policies.google.com/privacy?hl=en,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 Twitter, Inc., 1355 Market St, Suite 9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 USA; twitter.com/privacy Twitter 는 EU-

US Privacy Shield 를 적용받습니다,  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 LinkedIn Corporation, 2029 Stierlin Court,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 

USA; www.linkedin.com/legal/privacy-policy. LinkedIn 은 EU-US Privacy Shield 를 

적용받습니다, 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8.5 CAD 드로잉 / 3D 모델 

귀하는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CAD 드로잉/3D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외부 제공자인 

CADENAS GmbH 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귀하는 그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됩니다. 이때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CADENAS GmbH 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DENAS GmbH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6 커리어 포털 

당사의 웹사이트는 발루프 내 구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정보는 

자발적인 제공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사는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법령상 보유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8.7 연락 기능 

당사의 웹사이트는 연락 기능이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정보는 

자발적인 제공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사는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법령상 보유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특정 정보의 처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발루프 코리아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내 정보 삭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8.8 타 웹사이트 링크 

당사의 웹 페이지는 당사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웹사이트들을 

감독하지 않으며, 콘텐츠 또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리타게팅 툴의 이용 

당사는 웹사이트에서 리타게팅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이용자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리타게팅을 이용합니다.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GB&gl=de
https://www.facebook.com/policy.php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GB
http://twitter.com/privacy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https://www.linkedin.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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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Facebook 리타게팅 

당사는 Facebook 에서 관련 뉴스 및 광고를 이용하고 마케팅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인 

Facebook(1601 South California Avenue, Palo Alto, CA 94304, USA)의 리타게팅/리마케팅 툴인 Facebook 픽셀을 당사 

사이트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마케팅 쿠키를 허용하면, 귀하의 브라우저와 Facebook 서버 

사이에 Facebook 픽셀 코드를 통해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Facebook 은 귀하의 IP 주소와 함께 귀하가 당사의 

페이지를 방문했다는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즉, Facebook 은 귀하의 이용자 계정에 귀하의 방문 사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송되는 정보의 내용 및 Facebook 의 정보 이용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정보가 개인인 귀하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Facebook 에서 귀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옵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acebook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방침(www.facebook.com/about/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활동 로그” 툴을 통해 귀하가 Facebook 을 이용함으로써 공유한 콘텐츠와 정보를 

관리하거나 “데이터 다운로드” 툴을 통해 Facebook 에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Facebook 을 통한 리타게팅을 비활성화하려면, 쿠키 설정에서 거부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9.2 Google Adwords Conversion 

1)  당사는 외부 웹사이트에서의 광고를 위해 Google Adwords (통상 Google Adwords 라고 합니다)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광고 캠페인 정보와 관련하여 개별 광고 조치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당사의 목표는 귀하에게 관심 있는 광고를 보여주고, 당사 웹사이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며, 적정 광고 비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2)  Google 은 “Ad Server”를 통해 이 광고 매체를 전달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광고 삽입 또는 이용자 클릭과 같은 

성과 측정을 위한 일정한 지표들을 통하여 Ad Server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Google 광고를 통해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Google Adwords 가 귀하의 PC 에 쿠키를 저장합니다. 이 쿠키는 일반적으로 

30 일이 경과하면 유효성을 상실하며, 귀하를 식별하지 않습니다. 이 쿠키를 위해, 일반적으로 고유 쿠키 ID, 배치 

당 광고 노출 수(빈도), 마지막 노출(시청 후 전환 관련), 거부 정보(이용자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분석 값으로 저장됩니다.  

3)  이 쿠키는 Google 이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가 Adwords 고객의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방문하고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가 만료 전인 경우, Google 및 고객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 리디렉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Adwords 고객에게는 서로 다른 쿠키가 

할당됩니다. 쿠키는 Adwords 고객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추적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명시한 광고 수단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Google 은 당사에 통계적 분석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하여 당사는 어떤 광고 수단이 특히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광고 매체의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정보를 통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4)  이용한 마케팅 툴에 따라 귀하의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Google 서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생성합니다. 당사는 이 

툴의 이용을 통해 Google 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및 그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당사는 알려진 

정보의 정도에 따라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 AdWords Conversion 을 통합함으로써 Google 은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 내 해당 페이지를 호출했거나 당사 광고 중 하나를 클릭했다는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귀하가 Google 

서비스에 가입하였다면, Google 은 귀하의 계정에 해당 방문 정보를 전송할 것입니다. 귀하가 Google 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제공자가 귀하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는 이 추적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브라우저 내 설정, 특히 제 3 자 쿠키 거부를 

통해 다른 제공자들의 광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변환 추적 쿠키를 

비활성화함으로써 www.googleadservices.com, www.google.de/settings/ads 도메인에서 쿠키가 차단되며, 쿠키를 

삭제하면 이 설정은 삭제됩니다. c) www.aboutads.info/choices 링크를 통해 자율 규제 캠페인 “About Ads”의 

일환으로 제공자의 관심 기반 광고를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쿠키 삭제 시 이 설정은 삭제됩니다.d) 

www.google.com/settings/ads/plugin 링크를 통해 Firefox,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6)  Google 의 정보 보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와 services.google.com/sitestats/en.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NAI)의 웹사이트(www.networkadvertising.org)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about/privacy/
http://www.googleadservices.com/
https://www.google.de/settings/ads
http://www.aboutads.info/choices
http://www.google.com/settings/ads/plugin
http://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services.google.com/sitestats/en.html
http://www.networkadverti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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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당사는 13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13 세 미만일 경우,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아동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고 아동에게 허락 없이는 당사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시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13 세 미만 아동이 당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 역시 귀하의 국가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였어야 합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11. 보유 기간 

당사는 정보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귀하가 동의한 기간 또는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발루프코리아는 고객이 멤버십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까지 고객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발루프코리아는 다음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a)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정산 시까지 

b)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가 종료할 때까지 

c)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이 종료할 때까지 

불법적인 이용 또는 불법 이용자의 기록에 대한 식별 정보는 재가입 및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일로부터 1 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12.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2) 개인정보 정정 요구 

3)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5) 개인정보가 광고 목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언제든지 거부 

6) 향후 효력 발생을 위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십시오 

7) 멤버십 취소 요구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당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서면을 통해 연락하여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루프코리아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신원확인 후 해당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전화 : +82 31 8064 1757 

− 이메일 : hoyoung.ryu@balluff.co.kr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당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발루프코리아는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가 이미 제 3 자에게 제공된 경우, 당사는 제 3 자에게 지체 없이 정정된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또는 멤버십 취소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 및/또는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발루프코리아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잘못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회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또는 도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회원 탈퇴 및/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mailto:hoyoung.ryu@ball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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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인터넷 서비스의 변동성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수시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당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재 버전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였음에도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을 인지하고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준거법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모든 청구, 분쟁 또는 소송절차와 

관련한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5. 개인정보 파기 절차/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였거나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별도의 DB 에 

이전되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방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파기 절차 : 발루프코리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b) 파기 방법  

−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 분쇄기 또는 소각을 통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정보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기합니다. 

a) 파기 기한 :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발루프코리아는 보유기간 만료 시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종료 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발루프코리아는 승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발루프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 및 파트너사의 정보 파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들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발루프코리아는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a)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를 통해 보호되며, 중요한 정보는 파일/정보 전송 암호화 또는 파일 잠금과 같은 

별도의 보안 기능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발루프코리아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b) 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를 통해 보호되며, 중요한 정보는 파일 및 정보 전송의 암호화 기능 또는 파일 잠금 

기능(Lock)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호됩니다.  

c) 발루프 코리아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바이러스 발생 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d) 발루프코리아는 보안 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여 암호화 알고리듬을 통해 개인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e)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당사는 침입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며 각 서버의 보안을 위해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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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보호조치 

a) 당사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교육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교육 등 사내 교육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이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b) 발루프코리아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회원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사업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c)    개인정보와 일반 정보는 분리된 서버에 저장됩니다. 

d)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접근을 통제합니다. 

e) 발루프코리아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인터넷의 위험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리스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개별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17. 권익 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신고 또는 상담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ecrm.cyber.go.kr) 

 

 

 

 

발루프코리아(유) 

광교비즈니스센터 1210 호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16506 

Phone: +82 31 8064 1757 

Sales.kr@balluff.co.kr 

www.balluf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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