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개인 정보 처리 방침

(고객 및 온라인 방문자 대상)

본 고객 및 온라인 사용자 정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방침(“개인 정보 처리 방침”)은 Dell Technologies, Inc.

와 전 세계 자회사(“ Dell,” “당사” 또는 “당사의”)에 적용됩니다. 단, 자체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및 보안 방침을
게시한 Dell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은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아래에
정의됨) 웹 사이트 또는 당사의 웹 사이트에 연결된 다른 모든 제3자 웹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은 당사가 당사의 고객 및 당사의 웹 사이트와 다른 온라인 방문자(“귀하” 또는 “정보주
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정보”(아래에 정의) 그리고 귀하의 온라인 방문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예: 쿠
키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Dell로 반환되는 하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정보에 적용되는 정책은
보증 방침 및 Dell의 반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목적에 있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가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모든 하도급업체, 벤더 또는 기타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란 귀하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Internet Protocol) 주소, 위치 데이터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하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제1조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집방법

• 제2조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 (개인 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

• 커뮤니케이션 기본 선호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및 맞춤형 사용자 프로필 생성

•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 제6조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안전한 온라인 구매 또는 문의 0808-505050 프리미어 로그인

법률 및 규정 준수 정책 개인 정보 보호

키워드 또는 제품코드로 검색회사소개 커뮤니티 내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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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개인 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외부 출처의 정보

쿠키 및 유사 기술

소셜 미디어 기능

제3자 웹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

•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문의처)

제1조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

Dell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솔루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귀하가 요청한 거래를 이행합니다.

• 제품 안전, 거래 상태(카트에 있는 제품에 대한 알림 및 주문 확인 포함), 귀하가 참여하도록 선택한 특정
Dell 프로그램, Dell이 제공하는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 이벤트, 프로모션 제공 및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귀하에게 전송합니다.

• 당사의 웹 사이트는 물론 Dell 뉴스그룹 및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 Dell 채팅 포럼에 대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 귀하의 온라인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라이브 채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 Dell 비즈니스 파트너의 커뮤니케이션 편의성을 높입니다.

• 당사의 제품, 솔루션, 서비스(이용 추세를 식별하거나 당사의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결정하는 웹 사이
트 콘텐츠 및 광고 포함),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귀하와의 관계를 맞춤 구성하고,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 관심사 및 사이트 상호 작용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당사의 고객 및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콘텐츠를 맞춤 구성하고 귀하의 선호 사항을 구현합니다.

• 판매 조건, 웹 사이트 약관 및 귀하와의 개별 계약(해당하는 경우)을 시행합니다.

• 부정 행위 및 기타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합니다.

• 당사 웹 사이트, 비즈니스 및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보안 또는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 또한 수집 당시 귀하에게 명시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 또는 허용되는 경우 다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목적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집방법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된 대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련된 개
인 정보 및 해당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특정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
거에 기반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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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의 페이지 또는 마케팅 활동 중에 수집되는 동의 양식을 통해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른 예로는 특정 활동(예: 온라인 추적 및 분석을 위한 쿠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privacy@dell.com으로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 전 귀하의 동의에 근거한 처리
의 적법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처리에 대
한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배송을 위해 배송 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견적 제공 등 구매 전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수집 시 귀하의 개인 정보 제공이 필수인지 여부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기타 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알립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예: 보건 및 안전, 납세 및 자금세탁 방지법) 또
는 귀하나 다른 개인의 중요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귀하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Dell은 법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이 웹 사이트 및/또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및 프로파일링 활동을 수행하는 등 항상 귀
하의 권리 및 자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Dell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합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 정보
를 처리합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privacy@dell.com으로 문의하십시오.

제2조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된 목적과 관련하여 귀하의 계정이 활성 상태인 동안
Dell의 보유 정책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보유합니다. 보유 기간 이후 귀하의 개인 정보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가 복구불가하고 이전 상태로 회귀 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제3조 (개인 정보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당사는 귀하가 요청한 거래를 이행하거나 귀하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당사 또는 해당 자회사의 비
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된 목적으로 Dell 자회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등 제3자에
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위탁하거나 제공(“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 및/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Dell 및 Dell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 또는 오퍼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
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Dell이 명시한 목적으로만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한 Dell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Dell은 Dell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마케팅 또는 지원 제공이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소매업체, 리셀러, 총
판, 통합 서비스 제공업체, 주문 이행 업체와 일부 판매 대행사, 채널 파트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
사의 영업 및 마케팅 체인의 참여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동의한 모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Dell(또는 Dell의 소속사)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경우 또는 Dell, Dell 고
객 또는 대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법 집행, 부정 행위 방지 또는 기타 법적 소송과 관련
하여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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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탁하거나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
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의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Dell은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대로 귀하의 개인 정
보를 Dell 그룹 내의 다른 회사 및/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보호 수준
이 다른 외국 또는 타 지역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Dell

또는 해당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설비가 있는 미국 및 기타 국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
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이전 시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자회사, 계열사 및 비즈니스 파
트너와 이러한 이전에 관하여 계약상의 합의(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를 합니다. 당사
는 전송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기술 및 체계적 수단을 갖춥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귀하의 개인 정보는 대한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며 귀하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
은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
니다.  

• 자기결정: 귀하는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의 범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액세스: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하는 개인 정보의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정: 귀하는 정확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불완전한 개인 정보를 완전하게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 삭제: 귀하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특정 조건이 적용됨).

• 제한: 귀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당사의 처리를 제한하여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없
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동성:귀하는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정형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고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다른 조직으로 전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권리와 더불어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처리가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위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감독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당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거
나 기타 개인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privacy@dell.com 또는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하단
에 명시된 문의처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Dell은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법률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액세스 요청을 거부하고 요청에 대해 제한이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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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

Dell은 항상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Dell 계정에 온라인으
로 저장된 개인 정보를 보거나 편집하려면 Dell.com 웹 사이트에서 My Account 또는 Premier Account 섹션으
로 이동하십시오. 계정 보안을 위해 귀하는 로그인 ID 및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선호 설정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및맞춤형 사용자 프로필 생성

귀하는 선호 설정을 지정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호 설정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가 전송하는 모든 마케팅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신 거부”를 클릭하거나 privacy@dell.com으
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 Dell.com의 My Account 및 Premier Account 섹션에서 Dell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할지 여부와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뉴스레터의 구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ist Removal Page 로 이동하여귀하의 마케팅 선호 설정을 관리하거나 광고 및 마케팅 목록(카탈로그, 전
화번호 및 팩스 및 이메일)에서 제거하도록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중에 카트를 저장할 때 이메일 미리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privacy@del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맞춤형 프로필의 생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Dell 또는 Dell을 대신하는 제3자의 모든 마케팅 활동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선호
설정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위에서 명시한 광고 및 마케팅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능 포함)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이메일 기본 설정이 적용되는 데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DM(Direct Mail) 

카탈로그 같은 일부 프로모션의 경우 사전에 개발되므로 기본 설정 요청이 접수된 후에도 간혹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귀하가 요청한 거래 및/또는
서비스 관련 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에게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 견적, 서비스, 지원, 다운로드, 평가판, 백서, 교육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Dell의 광고성 정보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제출하거나 이벤트 또는 웨비나에 등록하는 경우

•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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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카드 또는 파이낸싱을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또는 기타 위치에서 설문조사, 경품 행사 또는 기타 프로모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추천서를 제공하는 경우

• 뉴스레터, Dell 프로그램, 광고성 정보 및 프로모션 이메일 또는 기타 자료를 구독하는 경우

• 제3자 소셜 네트워크에서 당사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해당하는 제3자의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처
리 방침이 적용됨)

• 당사에 문의하는 경우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범주에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용자 ID 

및 암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함, 기타 비즈니스 또는 회사 정보 등의 직장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당사는 귀하의 연령, 성별, 관심사, 선호 사항 등의 인구통계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고
자 하는 양식에 요청되는 정보가 필수인지, 아니면 선택 사항인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귀하가 구매하는 경우 당
사는 신용 카드 번호 및 비용 청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용 카드 또는 파이낸싱 요청을 처리하
기 위해 국가 식별 번호 및 기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ell의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보다 일관적이고 개인별 환경 설정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Dell은 단일 출처를 통
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당사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
에 대한 맞춤형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제3자를 비롯하여 다른 주체가 수집한 정보로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귀하의 웹 사이트
사용 경험 개선, 귀하의 선호 사항에 맞춘 옵션 제공, 아래에 설명된 대로 타겟 광고 목적 등으로 이 정보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광고를 거부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쿠키 및 기타 유사 추적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케이션 선호
설정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및 맞춤형 사용자 프로필 생성“을 참조하거나 privacy@dell.com으로 문의하
십시오.

일부 Dell 서비스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브랜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서비스에 등
록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Dell 및 해당 기업은 공동 브랜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회사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및 귀하와의 기타 합의에 따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Dell은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Dell은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인이 아동으로 규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및 참여 없이 당사의 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제6조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당사는 경우에 따라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되거나 당사의
개인 정보 처리 방법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변경이 반영되도록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
정하고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 하단에 개정본의 효력 발생일을 표시합니다.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주기적
으로 검토하여 Dell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하는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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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 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Dell은 개인 정보의 오용, 방해 및 손실과 무단 액세스,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합당한 모든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Dell의 노력은 다음을 포함
합니다.

• 신용 카드 세부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무결성, 가용성 및 복원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기술 및 체계적 수단을
갖춥니다.

• 당사의 운영 환경 내부에 대한 물리적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 당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개인 정보를 파기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합니다.

•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로그 정보를 보존하여 데이터 침해 사고에 대응하고 개인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귀하는 사용 중인 암호를 기밀로 유지하고, Dell이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피
싱” 사기를 피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Dell은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ID 또는 암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
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가 본 페이지, 클릭한 링크 및 광고, 입력한 검색어, Dell 웹 사이트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한 기
타 작업 등 웹 사이트 방문에 대한 귀하의 행동 정보 및 이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IP 주소, 디바이스 식별자, 위치 데이터, 브라우
저 유형 및 언어, 액세스 시간, 귀하가 당사의 웹 사이트 방문 시 이용한 웹 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당사의 웹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 밖으로 이동하게 한 URL 등의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처의 정보

Dell은 공개 데이터베이스,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공동 마케팅 파트너,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타 제3자의 외
부 출처에서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예로는 공동 브랜드
서비스 또는 공동 오퍼링을 함께 운영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페이지 조회 정보와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기록
정보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된 마케팅,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행위를 차단 및 탐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쿠키 및 유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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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 및 Dell 파트너의 쿠키 이용 방법

Dell 웹 사이트는 Dell 및 제3자의 “쿠키”를 사용하여 서비스 로그인을 지원하고 온라인 경험을 맞춤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귀하에 대해 수집되는 정보는 여러 디바이스에 걸친 귀하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쿠키를 사용하여 귀하의 기본 설정 및 컴퓨터의 기타 정보를 저장합니다.

쿠키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귀하가 선택한 설정에 따라 브라우저는 작은
파일 형태의 텍스트를 디바이스에 추가합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쿠키를 허용하도록 설정됩니
다. 귀하는 귀하의 선호에 따라 쿠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툴바에 위치하는 웹 브라우
저의 도움말 부분에서 브라우저의 새 쿠키를 허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 새 쿠키를 수신할 때 브라우저 알
림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쿠키를 모두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사용하면 쇼핑 카트를 저장하고 다음 방문 시 쇼핑 카트의 항목을 기억하는 등 Dell의 필수 기능 중 일부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거부하도록 선택하면 로그인할 수 없거나 Dell 웹 사이트의 다른 인터랙티브 기
능과 쿠키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ell 및 타사의 타겟 디스플레이 광고

Dell은 광고 및 개인별 환경 설정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귀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ell.com 및 다른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개인별 환경 설정된 콘텐츠 및 적절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쿠
키 및 인터넷 검색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Dell 웹 사이트에서 제품을 보는 경우 다른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유사한 제품의 제안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설치되는 쿠키는 광고 캠페인의 효
과를 측정하고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클릭하는 링크 및 광고, 이러한 웹 페이지에서 수행하는 기타 작업과 웹
페이지를 방문하기 전에 들른 사이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쿠키는 귀하가 Dell.com 또는 다른
웹 사이트에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타겟 디스플레이 광고 표시를 거부하면 이러한 쿠키에 연결된 데이
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타겟 광고 및 표시 거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확인하십시오.

           “추적 안 함” 신호

위의 “자세한 정보”  링크를 통해 타겟 광고 표시를 차단하고 위의 “Dell 및 Dell 파트너의 쿠키 이용 방법” 섹션
에 설명된 대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쿠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일부 웹 브라우저에서는 “추적 안 함” 설정
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웹 검색 중에 방문하는 웹 사이트로 특수한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추적
안 함” 신호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하여 특정 형태의 추적을 비활성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추적
안 함” 설정이 활성화된 브라우저에서는 계속해서 쿠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Dell은 웹 브라우저의 “추
적 안 함” 신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응답하게 되는 경우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자세한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추적 안 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llaboutdnt.org를 참조하십시오.

          Dell의 타겟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포함하여 귀하가 수신하는 일부 마케팅은 귀하의 Dell.com 방문과 귀하의 검색 및 구매 기록
에 따라 개인별 환경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수신 이메일 마케팅의 링크를 클릭하면 Dell의 이메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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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공급업체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쿠키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 또는 IP 

주소에 연결되어 귀하가 Dell.com에서 보고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귀하가 향후 수신하는 이메일 마케팅을 개인별 환경 설정하고 맞춤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귀하는 개인별 환경 설정된 모든 수신 이메일 마케팅 메시지에 표시되는 수신 거부 링크를 클릭하여 이
쿠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Dell 및 Dell 파트너의 웹 Beacon, 픽셀 태그 및 추적 기술 사용 방법

Dell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웹 사이트, 이메일 메시지, 타사 웹 사이트의 광고 또는 타사 이메일 메시지의 광
고에 웹 Beac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ell.com에 콘텐츠 또는 광고를 표시하는 타사 또는
Dell.com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제3자도 콘텐츠, 광고 또는 이메일 메시지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
으로 광고 또는 이메일 메시지에 웹 Beacon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웹 Beacon은 웹 페이지 또는 이메일 메시지를 볼 때 귀하의 컴퓨터에서 쿠키를 인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
자 이미지입니다. 웹 Beacon은 당사가 웹 사이트 및 광고의 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예를 들어 웹 Beacon은 특정 광고로부터 당사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개인의 수 또는 특정 광고를 본 후 당사
웹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개인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웹 페이지를 본 시기를 알려주고 웹 Beacon이 설치된 페
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웹 Beacon은 이메일 메시지를 열거나 이메일 메시지에서 작업을 수행
한 개인의 수를 계산하고, 이메일 메시지를 연 시기를 파악하고, 이메일 메시지가 전달된 횟수를 확인함으로써
이메일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당사는 웹 Beacon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귀
하로부터 수집한 다른 개인 정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부 비즈니스 파트너가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를 파악하고 광고주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기타 작업으로
이어지는 광고 클릭 빈도에 대한 통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Dell, 대행사 또는 타사가 Dell.com에서 사용하는 웹
Beacon으로부터 개별 통계 또는 집계된 통계를 편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구 통계
및 이용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가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위의 Dell 및 Dell 파트너의 쿠키 이용 방법 섹션에 설명된 대로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거부하여 일부
웹 Beacon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는 경우 당사는 픽셀 태그(“투명” gif), 추적 링크
및/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가 웹 사이트에서 방문하는 페이지 일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픽셀 태그를
사용하여 귀하의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이메일 유형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웹 Beacon, 픽셀 태그, 추
적 링크 및 유사 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귀하의 개인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Dell.com의 사용자 경험을 맞춤
구성하고 보다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능

당사의 웹 사이트에는 Facebook의 “좋아요” 버튼과 Twitter의 “팔로우” 버튼 같은 소셜 미디어 기능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귀하의 IP 주소와 귀하가 사이트에서 방문하는 페이지를 수집하고 기능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쿠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능은 제3자가 호스팅하거나 당사 웹 사이트 또는 애플
리케이션에서 직접 호스팅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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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웹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

Dell은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며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면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
습니다. Dell.com에 링크로 연결된 이러한 타사 웹 사이트의 정보 처리 관행은 본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서 다

루지 않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 " 기호를 사용하거나 고지를 제공하여 타사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
를 표시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문의처)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Dell 개인 정보 보
호 담당 부서 또는 privacy@dell.com로 연락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정은 상무

부서: Dell EMC 마케팅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양선호 차장

부서: Dell EMC 마케팅팀
연락처: Seonho.Yang@Dell.com

+82 02-2194-6473

효력 발생일: 2019년 10월 11일

개정 연혁: 

2014년 4월 30일 시행 개인 정보 처리 방침

2016년 5월 5윌 일부개정 개인 정보 처리 방침

2017년 7월 1일 일부개정 개인 정보 처리 방침

2017년 12월 7일 일부개정 개인 정보 처리 방침

2019년 7월 18일 일부개정 개인 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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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1999-2020 델 인터내셔널. 한국 고객 전용. 계약조건 및 준법사항 사이트 이용약관 지원조건 미해결 문제 개인 정보 취급 방침 사이트맵

델 재활용 페이지 평가

Ultrabook, Celeron, Celeron Inside, Core Inside, Intel, Intel Logo, Intel Atom, Intel Atom Inside, Intel Core, Intel Inside, Intel Inside Logo, Intel vPro, Itanium, Itanium Inside,
Pentium, Pentium Inside, vPro Inside, Xeon, Xeon Phi, Xeon Inside, and Intel Optane are trademarks of Intel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DELL PREFERRED ACCOUNT (DPA): Offered to U.S. residents by WebBank, Member FDIC, who determines qualifications for and terms of credit. Taxes, shipping, and other
charges are extra and vary. Dell and the Dell logo are trademarks of Dell Inc.

^Dell Business Credit: Offered to business customers by WebBank, Member FDIC, who determines qualifications for and terms of credit. Taxes, shipping and other charges are
extra and vary. Minimum monthly payments are the greater of $15 or 3% of the new balance shown on the monthly billing statement. Dell and the Dell logo are trademarks of
Del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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