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침
본 방침(“방침”)에서는 Dell Technologies 및 해당 계열사가 Dell Software를 사용할 때 당사를 대리하거나
타사 또는 직간접적 자회사(“Dell”)를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Dell은 아래에 설명된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여 Dell 제품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하고, Dell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선합니다(“Dell Solutions”).

Dell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Dell Solutions를 사용, 액세스 또는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행동 및 사용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항상 귀하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 ID 식별자는 물론 서비스
태그, 하드웨어 모델, 운영 체제 버전, 하드웨어 설정, 시스템 충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해당 설정 및
사용량 및/또는 (MAC) 주소, 귀하의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식별되는 그 밖의 데이터와 같은
사용 중인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 네트워크 연결 표시기 및 라우팅 등 귀하의 시스템 또는 디바이스와 Dell Solutions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로 최종 사용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본 방침에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과 특정 온라인 행동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Dell Software는 인터넷 연결이 설정될 때 Dell에 전송되는 데이터 로그에 앞서 언급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술 발전에 따라 Dell에서 사용하는 기술 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키 및 기타 유사 추적 기술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의 온라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서
쿠키 및 유사 기술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전송
본 방침에 설명된 데이터는 제3자 호스팅 사이트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등의 다른 지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데이터 보존
Dell은 본 방침에 나온 목적과 Dell 보존 정책 및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본
방침에 설명된 대로 Dell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Dell의 보존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됩니다.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Dell의 수집, 사용 및 처리는 Dell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Dell 개인 정보 처리 방침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privacy@del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에서 온라인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