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고지
본 프라이버시 고지('고지')는 귀하가 당사의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Dell Solutions')의 개선이
목적인 Dell Premier Color 고객 체험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관리자인 Dell Technologies 및
당사를 대표하는 계열사 그룹과 당사의 직접 및 간접 자회사 ('Dell')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
당사는 귀하가 Dell Solutions의 사용을 통하여 Dell에 정보를 제공할 때 귀하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귀하에 관한 개인 정보에는 고유한 신분 식별자 및 지리적 위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
당사는 귀하가 Dell Solutions를 사용하거나, 그에 접근하거나, 그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행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유한 신분 식별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모델, OS 버전, OS 언어, OS
지리 식별자, OS SKU, OS 아웃오브박스 체험(OOBE) 날짜 등의 운영체제(OS) 속성, UI 버튼 클릭
이벤트(Quick Color Setup, Advanced Color Setup/Color Settings/Application Color, Calibration
Wizard, Display Controls/Comfort Mode Scheduler/Display Sync/Display Splitter/Power Nap,
Profiles, Preferences, Support 등)와 같은 기기 이벤트 정보 등,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기기에
관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통계 정보 및 환경 정보 등, 귀하의 시스템 또는 기기가 Dell Solutions와 상호 작용해 온
방식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최종사용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도 있으며, 본 고지에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개인을 특정 온라인
행동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Dell Platinum Direct API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Dell이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쿠키 및 기타 유사한 추적 기술
사용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Dell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성명서(Privacy Statement)에서
당사의 쿠키 및 유사 기술 을 읽어보십시오.
당사의 개인 정보 사용 방식
Dell은 (i)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당사의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선하며, 고객 체험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객의 관심사, 행동 및 선호를 분석하거나, (ii) 마케팅 리서치를 실시하거나, (iii) Dell
Solutions의 무결성, 안정성 및 보안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서비스 및 인프라
성능을 감시하거나, (vi) 수집 시점에 귀하에게 공개되었거나 법에 의하여 요구 또는 허용되는 바에
따라 기타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 정보 공유 방식
Dell은 Dell Technologies 및 계열사 그룹 내에서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 및 최적화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Dell
Solutions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귀하의 데이터는 미국 및 싱가포르의 Dell 서버 등, 귀하의 거주국 국외의 다른 장소로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Dell은 귀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한편, Dell로부터 EEA 외부의 당사의 기타 그룹사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표준계약약관(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을 적용하는 등,
모든 데이터 전송이 관계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전송하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체의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의 법률적 근거
귀하의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당사의 법률적 근거는 관계법, 당사가 동 정보를 수집한 특정 배경
및 동 정보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는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가 필요할 때 귀하가 동의할 경우, 또는 동 정보의 처리가 당사에 합법적 이익이 될
경우(그리고 귀하의 데이터 보호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 및 자유가 우선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데이터 보호 권리
귀하는 관계법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권리, (ii) 개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 (iii) Dell에 귀하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관련 성문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의 데이터는 제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의 종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귀하의 데이터 관련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privacy@dell.com으로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데이터의 보유
당사는 본 고지에 기술된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Dell의 보유 정책 및 관계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합니다. Dell Premier Color 고객 체험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Dell이 수집한
귀하의 개인 정보는 Dell의 보유 정책 및 관계법에 따라 보관됩니다.
당사에 연락하기
당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한 이유로 당사에 연락하고자 할 경우, privacy@del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웹페이지에서 프라이버시 성명서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https://www.dell.com/learn/uk/en/ukcorp1/policies-privacy-country-specific-privacy-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