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idigm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업데이트 일자: 2022 년 10 월 

본 정책 정보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3101 N.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 에 위치한 

Solidigm ("Solidigm" 또는 "당사")이 데이터 컨트롤러가 귀하의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PI”)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목적에서 PI 는 식별 가능한 성격의 사람을 식별하거나, 관련하거나,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Solidigm 이 수집한 PI, 

귀하가 Solidigm 과 공유하거나 당사 웹사이트, 기타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및 

당사가 귀하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타 디지털 소통 방식(총칭하여 "Solidigm 서비스")을 통해 

수집된 PI 에 적용됩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이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Solidigm 이 2022 년 10 월 기준 

웹사이트에 적용한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Solidigm 개인정보 보호 추가 고지 및정보 

Solidigm 채용 지원자의 경우 채용 솔루션 SmartRecruiters 의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여 채용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알아보십시오. 

Solidigm 의 직원(피고용인 또는 계약자) 또는 임원진인 경우 Solidigm 의 인트라넷 사이트 

Driveway 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여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알아보십시오. 

Solidigm 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주 

Solidigm 은 비즈니스 운영의 일환으로 PI 를 수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제안/제공, 요청 응답, 고객 

지원, 법적 및 계약상의 의무 이행, 제품 생산 및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lidigm 

제품을 주문하거나 고객 지원에 문의하거나 행사 또는 발행물에 등록할 때 Solidigm 에 PI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lidigm 은 Solidigm 서비스 및 당사 웹사이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제 3 자에게서 PI 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Solidigm 에 제공하는 정보.  Solidigm 은 Solidigm 뉴스레터 구독, Solidigm 계정 

생성, Solidigm 구매 또는 정보 요청 시 요청에 따라 이를 위해 연락처, 청구서, 배송 및 

연락처 정보, 계정 ID 또는 자격 증명과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lidigm 은 종종 단독으로 또는 파트너와 함께 연구, 분석, 역사 및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olidigm 은 개인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olidigm 이 그러한 연구의 목적으로 

제 3 자로부터 PI 를 받는 경우, 당사는 PI 가 책임감 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었음을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타인에 대한 PI 를 당사 또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당사가 PI 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기 및 제품/서비스 운영.  귀하가 소프트웨어 또는 앱과 같은 특정 Solidigm 서비스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경우, Solidigm 은 소프트웨어 또는 앱이 당사 서버에 액세스하는 

시기, 소프트웨어 또는 앱 사용을 통해 다운로드된 정보 및 파일, 사용 중 소프트웨어 또는 

앱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같은 사용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Solidigm 은 

귀하가 Solidigm 서비스와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사용하는 두 개 이상의 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귀하 또는 귀하의 다른 

장치에 대해 수집한 다른 정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lidigm 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장치에는 장치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서 칩을 비롯한 임베디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운영체제 유형 및 버전, 하드웨어 버전, 장치 설정, 소프트웨어 유형, 배터리 및 신호 

강도, 화면 해상도, 장치 제조업체 및 모델, 언어, 인터넷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팅 장치에 있는 Solidigm 서비스의 이름과 버전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o GPS, Bluetooth 또는 Wi-Fi 신호와 같은 지리적 위치. 

o 이동통신사 또는 ISP 이름, 브라우저 유형, 언어 및 시간대, 휴대전화 번호 및 IP 

주소와 같은 연결 정보.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에 액세스하고 장치에서 Solidigm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장치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 Solidigm 과 공유되지 않은 PI 를 수집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장치 내에서 

Solidigm 기술이 사용됩니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장치 제조업체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업체가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해당 제조업체에서 

게시한 개인 정보 보호 고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관련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Solidigm 서비스는 귀하의 IP 주소 또는 GPS 에서 추정된 위치를 비롯한 지리적 위치 

정보와 귀하가 Solidigm 서비스에 참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이러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장치에서 위치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Solidigm 서비스가 귀하의 PI 중 보다 민감한 범주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Solidigm 은 귀하가 

함께 제공하는 메뉴 및 설정에서 설정한 기본 설정을 존중합니다. 

 

• 제 3 자 출처 정보. Solidigm 은 파트너, 벤더, 공급업체 및 기타 제 3 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합니다.  당사가 정보를 얻는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이며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크게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 유통 회사, 제 3 자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광고 및 마케팅 회사, 데이터 세트 

및 정보 벤더, 공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이벤트 또는 무역 박람회 벤더, 연구 파트너, Solidigm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업 또는 Solidigm 

서비스를 포함하는 타사 제품.  당사는 이러한 업체가 귀하의 PI 를 Solidigm 에 공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일환으로 

파트너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파트너와 데이터 세트를 공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주의 데이터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 모델 개선, 제품 테스트 및 개선, 기존 제품 개선, 

새로운 역량 및 기능 개발과 같은 작업에 사용됩니다.  일부 경우, Solidigm 은 귀하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Solidigm 서비스 사용을 통해 여러 출처에서 받은 개인에 대한 PI 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 Solidigm 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출처 정보. Solidigm 에서 웹사이트 PI 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 

 

• 귀하가 Solidigm 에게 제공하는 정보: Solidigm 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귀하가 Solidigm 또는 그 계열사에 직접 제공한 PI 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Solidigm 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귀하가 지원을 요청할 시 소통할 때 PI 를 



 

 

수집하고, Solidigm 의 채용 서비스 제공업체는 귀하가 공석에 관심을 표시할 때 PI 를 

수집하며, Solidigm 의 뉴스 서비스는 귀하가 새 요청 양식에 입력할 때 PI 를 

수집합니다.  귀하가 Solidigm 에 제공하는 PI 유형에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또는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Solidigm 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  귀하가 웹사이트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할 시 Solidigm 은 귀하로부터 다음을 포함한 특정 PI 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o 로그 데이터: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Solidigm 은 특정 PI 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로그 파일("로그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로그 데이터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해당 사용자 이름, 브라우저 유형, 장치 식별자, 지리적 위치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ID, 참조/종료 페이지, 운영 체제의 ID, 

날짜/시간 스탬프, 클릭스트림 데이터 및 기타 사용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olidigm 은 로그 데이터를 귀하에 대해 수집하는 다른 PI 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olidigm 은 보안 목적 또는 기술 관리를 위해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Solidigm 웹사이트 및 서비스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o 장치 정보: Solidigm 은 하드웨어 모델, 운영 체제 및 버전, 고유 장치 식별자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웹사이트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장치에 대한 PI 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o 위치: Solidigm 서비스는 IP 주소 또는 언어 선택 GPS 에서 추정한 위치와 같은 

지리적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장치 설정을 변경하여 장치 위치를 사용하거나공유를 허용 

또는 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용 또는 공유를 거부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특정 개인화된 Solidigm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트래커가 수집한 정보: Solidigm 은 데이터 수집 도구(여기서는 '쿠키'라고 하며 세션 

또는 유사 기술을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lidigm 웹사이트 바닥글의 "쿠키 

설정"을 클릭하여 쿠키 선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기능: 제 3 자 쿠키는 당사 웹사이트의 기능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당사 

서비스 및 웹페이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시로는 사용자가 Amazon, pr.co, SmartRecruiters 및 TructArc 와 

같은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o 필수 쿠키: Solidigm 은 웹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자사 운영 쿠키를 

사용합니다.  

o 분석 쿠키: Solidigm 은 Adobe Analytics 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트래픽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Solidigm 이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선하고 웹사이트 서비스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o 제한된 지역에서는 Google Analytics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도구는 웹사이트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는 종합 형식으로 

Solidigm 에 분석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브라우저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Solidigm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을 

참조하십시오.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Solidigm 은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 없이 18 세 미만 아동의 

PI 를 고의로 수집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Solidigm 은 18 세 미만의 웹사이트 

서비스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 없이 PI 를 Solidigm 에 제출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 해당 PI 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자녀가 귀하의 

동의 없이 Solidigm 에 PI 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DSRequests@Solidig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PI 와 관련한 귀하의 선택과 권리.  Solidigm 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는 온라인 도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귀하의 PI 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o 웹사이트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웹사이트 브라우저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Solidigm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tools.google.com_dlpage_gaoptout_&d=DwMFAg&c=t3lWmpkR7R5WvkB3-rDjug&r=r9z_G4BCS-Q2Ais5Noyl8BVm1P7qHkq63BE5d8zK8vA&m=PCXlfbqWWSB1-G3DA73n0z3l1fxH2ZR-Ilhrq1d8PybKWJmYawEBY5pP8xVh4YJm&s=VRg9S2wlbBLPyLWUjb7n-xmCUA8gFOnK0LLsWr-BUjw&e=
mailto:DSRequests@Solidigm.com


 

 

o 기술 지원 제공업체에 관하여는 인텔의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참조하십시오. 

o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정보는 

https://www.smartrecruiters.com/legal/candidate-privacy-policy/에서 

SmartRecruiters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십시오. 

o 뉴스룸 발송 서비스 제공업체 정보는 PR.CO 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https://www.pr.co/privacy-policy)을 참조하십시오. 

o 커뮤니티 참여에 대해서는 https://khoros.com/privacy 에서 Khoros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Solidigm 은 법률, 비즈니스 또는 마케팅 목적 등 일반적인 목적,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의 

성장, 유지 관리 및 관리와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PI 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목적"에는 내부 운영 및 관리, 귀하와의 소통 및 Solidigm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요청 이행, 광고 및 마케팅, Solidigm 서비스의 기능 및 보안 모니터링 및 유지, Solidigm 

서비스 개선, 개발, 향상 및 기타 제공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 소통 관련. Solidigm 은 귀하의 PI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Solidigm 에 계정을 

설정하고, 주문을 처리하고, 당사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답하고, 제품을 배송하고, 

결제를 처리합니다. 고객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정책 변경 또는 구독 

종료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제품, 서비스 및 이벤트에 대해 알리고, 뉴스레터 또는 백서와 

같은 마케팅 또는 정보 자료를 전송하고, 기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종종 설문 

조사를 수행하거나 집중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PI 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PI 의 특정 

용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귀하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운영 관련.  당사는 PI 를 사용하여 회계, 감사, 청구, 조정 및 징수 활동을 비롯한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귀하의 PI 사용에 의존하는 기타 비즈니스 목적에는 범죄 또는 

사기 모니터링 및 예방, 당사의 법적 권리 보호, 계약 의무 이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준수 관련.  당사는 PI 를 사용하여 정부 제재 심사, 조달 규정, 개인 정보 보호법, 정부 

조사, 기업 감독, 법률 자문 및 기타 전문 상담 요청을 포함하여 필수 사항 준수 및 법적 

절차에 협력하는 등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ecruiters.com/legal/candidate-privacy-policy/
https://www.pr.co/privacy-policy


 

 

 

• 기술 및 보안 관련. 당사는 귀하의 신원 확인 및 지원 제공, 데이터 보호,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및 기타 정보 보안 목적을 비롯한 Solidigm 의 정보 기술 및 보안 정책 및 

프로토콜을 유지하기 위해 P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olidigm 관련 요청 안내: Solidigm 은 지원 서비스와 제품 조달 및 유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로 귀하를 바로 안내합니다.  또한 Solidigm 은 온라인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당사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로 귀하를 바로 

안내합니다. 

 

• Solidigm 서비스의 기능, 개발 및 개선 관련. 당사는 PI 를 사용하여 Solidigm 서비스를 제공, 

제안, 개인화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IP 주소와 같은 일부 PI 는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고, Solidigm 서비스의 사용 수준을 측정하며, 서버 문제를 진단하고,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귀하의 장치와 통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 사용에 의존하는 기타 

비즈니스 목적에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기술 테스트, 수정, 개선 또는 개발과 추세 

식별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Solidigm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Solidigm 은 위성, 통신 타워 및 Wi-Fi 신호를 사용하여 연결된 장치의 물리적 위치를 

수집하여 개인화된 위치 기반 Solidigm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업데이트 및 보고 관련.  Solidigm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고서를 

제공하며, Solidigm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P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능은 시스템 또는 장치와 관련된 최신 보안, 버전, 기능, 옵션 및 제어를 

제공하는 파일을 새로 고침, 업데이트 또는 현대화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분석하고 Solidigm 서비스를 개선 및 유지 

관리하는 데 PI 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및 마케팅 관련. Solidigm 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귀하의 PI 를 수집하는 

경우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PI 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귀하가 본 광고에 대한 정보 및 수집한 기타 정보와 함께 귀하의 기기의 물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장치 설정을 변경하여 장치 위치를 사용하거나공유를 허용 

또는 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용 또는 공유를 거부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특정 개인화된 Solidigm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사는 Solidigm 의 운영 및/또는 Solidigm 기업 변화(예: 합병, 인수, 지배 구조 변경, 

자산 이전 또는 개인 데이터의 이전 혹은 할당)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모든 합법적인 

목적으로 귀하의 P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예를 들어 유럽 경제 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PI 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에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Solidigm 은 정보 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 기업 등의 주체에만 

제공합니다.  

위에 설명된 PI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련 PI 및 수집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는 위의 처리 목적에 설명된 당사의 정당한 이익을 기반으로 PI 를 처리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유사한 약속을 수행하거나, 귀하의 PI 에 적용되는 법률과 당사의 법적 및 규제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처리를 준수하기 위해, 제재 심사를 포함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리 목적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접근권자 

Solidigm 은 계열사, 공인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일부 Solidig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lidigm 은 다음과 같은 처리 목적을 위해 Solidigm 의 계열사를 포함한 제 3 자와 귀하의 PI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Solidigm 및 Solidigm 계열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Solidigm 또는 그 계열사, 

대리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Solidigm 의 내부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처리 목적에는 정보 입력이 필요하므로 Solidigm 은 

귀하의 PI 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자 및 데이터 처리자:  Solidigm 은 비즈니스 파트너, 데이터 

처리업체, 제 3 자 벤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PI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PI 를 사용하여 Solidigm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이행하고, 귀하가 

Solidigm 으로 주문한 경우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Solidigm 서비스의 성과,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마케팅이나 컨설팅 서비스 또는 기타 적합한 비즈니스 요구와 관련하여 

적절할 시 수행합니다.  공급업체에는 웹사이트 호스팅, 데이터 분석, IT 서비스 및 감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Solidigm 은 온라인 교육, 세미나 및 웨비나를 주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PI 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업체에는 이메일 발송 서비스 및 

기타 기술 제공업체 및 Solidigm 의 마케팅 자료,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품, 서비스 

또는 기타 정보의 전달을 지원하는 제 3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업체 및 데이터 처리업체는 귀하의 PI 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 수준의 조치를 구현하고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시한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따릅니다. 

 

• 웹사이트 사용자 관련 제 3 자 제공업체: Solidigm 은 웹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Solidigm 의 

검토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나 코드를 제공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마케팅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제 3 자와 웹사이트 사용자의 PI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는 제 3 자가 운영합니다.  제 3 자에는 고용 지원서를 

제출할 시 SmartRecruiters, "커뮤니티"에 참여할 시 Khoros, 쿠키 기본 설정을 실행할 시 

TrustArc, 뉴스에 등록할 시 pr.co 가 포함됩니다.  

 

• 규제 기관, 법적 관계자 및 기타 제 3 자:  여기에는 법원 및 기타 법적 기관, 독립적인 외부 

고문, 내부 규정 준수 및 조사 팀과 같은 기관이 포함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데이터 처리 업체:  Solidigm 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선택한 데이터 

처리업체에 PI 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업체는 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인사 규정 

준수 서비스, 급여 지원 서비스, 직원 출장 관리 서비스, 채용 또는 인력 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 당사는 종종 벤더나 공급업체가 아니지만 Solidigm 과 협력하여 마케팅 판촉과 같은 

특정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동 제품 또는 조사 연구를 실시하거나, 게시판, 블로그 또는 

기타 공유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용이하기 할 수 있도록 제 3 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약관 또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설명되지 않은 제 3 자 또는 제 3 사용의 경우, 당사는 합법적인 근거로만 귀하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 광고 및 마케팅 관련 제 3 자: 당사는 광고 및 마케팅 콘텐츠를 준비 및 전달하고,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맞춤형의 광고를 제공하고 당사 캠페인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제 3 자 파트너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olidigm 은 귀하의 허가 없이 광고 

또는 마케팅 용도로 비제휴업체와 귀하의 PI 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매각, 합병 및 인수 관련. 당사는 조직 개편, 합병, 매각, 합작 투자, 양도, 이전 또는 

비즈니스, 자산 또는 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기타 처분(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과 같은 계획된 또는 실제 기업 거래의 일환으로 PI 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연구 관련: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당사 기술 또는 당사 기술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용도를 식별하거나 신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에게 PI 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 

Solidigm 은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설명된 처리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또는 관련 

법률 및 Solidigm 절차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상 귀하의 PI 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게 요구되는 경우 Solidigm 은 해당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Solidigm 은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직전 설명과 같은 경우 귀하의 PI 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Solidigm 은 해당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보관된 PI 를 계속 처리(사용, 공개 및 

저장 포함)합니다.  

PI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Solidigm 은 PI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 관련 조치: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PI 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개인 식별 

정보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IT 팀 또는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귀하의 PI 와 관련한 귀하의 선택과 권리 

해당 법률 및 관할권에 따라 귀하는 Solidigm 에 제공한 PI 와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는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세스 권한: 귀하는 귀하의 PI 처리 여부와, 처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Solidigm 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PI 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액세스에는 처리된 PI 범주, 처리 목적, 수신자 또는 수신자 

범주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 수정에 대한 권리:  귀하는 귀하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PI 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삭제할 권리: 귀하는 Solidigm 의 일반적인 기록 보관 정책에서 벗어나 Solidigm 이 귀하에 

관한 PI 를 지우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처리를 제한할 권리:  제한된 상황에서 귀하는 Solidigm 이 귀하의 PI 처리를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Solidigm 이 처리 목적으로 귀하의 PI 를 

처리하는 경우 Solidigm 은 해당 PI 를 처리하는 데 합법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귀하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 휴대성 권리: 귀하는 Solidigm 에 제공한 PI 를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귀하는 해당 PI 를 다른 업체에 전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반대 권리 및 자동 의사 결정 기능 관련 권리: 특정 상황에서 귀하는 프로파일링 혐의 

주장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귀하의 PI 처리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며, Solidigm 이 

더 이상 귀하의 PI 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Solidigm 이 내린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귀하가 견해를 표현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개입해달라는 귀하의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할 권리:  Solidigm 에 귀하의 PI 사용에 동의를 제공한 후, 귀하는 향후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철회는 귀하의 철회 이전의 

Solidigm 의 모든 처리 수행 또는 기타 법률에 기초한 귀하의 PI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관할권에서 개인은 관련 관할권의 관할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적 대리인은 여기를 클릭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Solidigm 은 데이터 주체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Solidigm 은 Solidigm 이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olidigm 이 

개인의 PI 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세부 정보를 알아볼 권리를 보유합니다. 

기타 개인정보 관련 정보 

아래에서 해당 고지의 변경 사항 및 국제 규정 준수 등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국제 규정 준수.  Solidigm 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Solidigm 은 미국에 있는 Solidigm 미국 본사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기타 필요한 경우 보안 

장소에서 귀하의 PI 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계열사 및 

자회사 간 귀하의 PI 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다른 국가에 위치한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귀하의 PI 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PI 를 당사의 주요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Solidigm 으로부터 귀하의 PI 수령 업체가 유럽 경제 지역 및 영국(통칭 "EEA") 외부에 

위치하고, 그러한 PI 이전이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정을 받은 메커니즘에 적용되었을 때, Solidigm 은 데이터 전송 계약의 형태로 적절한 

보호를 사용합니다.  처리를 위해 PI 를 외국 관할 구역으로 전송할 시 해당 관할권에 위치한 

법원, 법 집행 기관 및 국가 보안 당국이 귀하의 PI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Solidigm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DSRequests@Solidigm.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 제 3 자 사이트 및 서비스.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데이터 수집, 

처리, 사용, 저장 및 공개와 관련한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Solidigm 을 대신하여 운영하지 

않는 제 3 자 또는 기타 조직의 정책 및 관행을 다루지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a) Solidigm 서비스가 링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제 3 자 업체 – Solidigm 서비스와의 링크가 

포함되어도 당사 또는 당사 계열사가 링크된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b) 귀하가 타 단체에 공개했거나 Solidigm 서비스 또는 Solidigm 의 기업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PI 를 포함한 모든 앱 개발자, 앱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제공업체, 운영 체제 제공업체,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장치 제조업체(예: 

Facebook, Apple, Google, Microsoft, LinkedIn 등). 

 

•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 사항. 당사는 당사의 관행, Solidigm 서비스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상단의 날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나타내며, 개정이 

게시될 때마다 이 날짜가 업데이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게시할 시 발효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변경이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의 PI 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의 법적 요건을 따릅니다.  변경 

사항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당사는 변경 사항에 대한 눈에 띄는 공지를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귀하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변경 사항과 관련한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연락 방법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하여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이 있거나 통지에 설명된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DSRequests@Solidigm.com 으로 회사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답장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