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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STEK 개인정보보호 방침 
발효일:2018 년 5 월 1 일 

 
CoorsTek 그룹사 (총칭하여 “CoorsTek” 또는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개인 데이터 또는 개인식별정보로도 일컬어지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며 뉴스레터를 

신청하고 당사에 정보를 문의할 때 CoorsTek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CoorsTek 소개 

CoorsTek은 여러 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이며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각 법인을 대신하여 

발행되었습니다. 각 회사 및 회사의 데이터보호책임자(해당 시)의 연락처를 비롯한 각 국가에서 운영되는 

CoorsTek 그룹사의 목록은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부록 A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연락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CoorsTek Inc.와 CoorsTek 그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자는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 및 이유를 

결정합니다. 또한 CoorsTek, Inc.는 당사 웹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CoorsTek이 수집 및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저장 및 전송합니다.  

• 성명, 직책, 회사명, 사용자명 또는 유사 식별자, 나이, 성별 및 전문 경력 또는 업무 경력 등의 신원 

정보.  

• 청구지 주소,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 정보.  

• 귀하가 당사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상세 내역 등 거래 정보.  

•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귀하의 로그인 데이터,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시간대 설정 및 위치, 

브라우저 플러그인 유형 및 버전, 운영 체제 및 플랫폼, 귀하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장치 관련 정보 등 기술 정보.  

• 귀하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귀하의 구매 또는 주문 이력, 관심사, 선호사항, 피드백 또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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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귀하가 종사하는 산업 또는 시장, 산업 또는 시장 행사 참여 여부 등 프로필 정보.  

• 귀하의 당사 웹사이트,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방식에 관한 정보 등 사용 정보.  

• 당사 마케팅 및 기타 통신물 수령 시기 및 방식에 대한 귀하의 선호사항 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CoorsTek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시기 

• 직접 수집. 당사는 귀하가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당사 웹사이트에 있는 

“문의(Contact Us)” 양식, 우편,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당사에 연락할 때, 당사의 

발행물을 구독하거나 마케팅 자료를 요청할 때, 판촉 또는 설문조사에 응모할 때 또는 당사에 

피드백을 전달할 때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귀하에게서 직접 수집합니다.  

 

• 자동화 기술.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당사는 쿠키, 서버 로그 및 기타 유사 기술을 통해 

귀하의 장비, 브라우징 활동 및 유형에 관한 기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귀하가 당사 쿠키를 사용하는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귀하에 관한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또는 공개 출처. 당사는 (a) 분석정보 제공업체, 광고 네트워크 및 검색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기술 정보, (b) 무역 협회, 무역 박람회 대장, 직업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LinkedIn 등) 등의 공개 

출처 및 정부 또는 국가 기관 대장(미국 해외자산통제국 제재 목록 등)에서 신원 정보 및 연락 정보를 

비롯하여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 및 공개 출처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CoorsTek의 개인정보 사용 방법 

CoorsTek은 다음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처리, 전송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활동 개인정보의 유형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다음을 포함하는 귀하와의 관계 관리: 

-귀하를 새 고객으로 등록 

-귀하의 문의에 답변 

-귀하의 주문 처리 및 배송 

-결제, 수수료 및 요금 관리와 수금 

-고객 서비스 제공 

-피드백 또는 리뷰 요청 

-신원 정보 

-연락 정보 

-거래 정보 

-프로필 정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귀하와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준수에 따른 필요 

 

-당사의 정당한 이익(당사로 인한 채권 

회수, 최신 기록 보존, 고객의 당사 

제품/서비스의 사용 방법 연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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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약관 또는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변경사항 

통지 

필요 

무역 박람회, 행사, 프로그램, 설문조사, 

시장 조사 및 기타 판촉 활동에 귀하를 

초청하고 귀하의 참여를 관리.  

 

귀하가 관심 가질 만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안 및 권장.  

-신원 정보 

-연락 정보 

-거래 정보 

-프로필 정보 

-사용 정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귀하와의 계약 이행 

 

-당사의 정당한 이익 (고객의 당사 

제품/서비스 사용 방법 연구, 당사 

제품/서비스 개발 및 당사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필요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테스팅, 시스템 

관리, 지원, 보고 및 데이터 호스팅 등 

당사 비즈니스 및 웹사이트 관리 및 

보호.  

 

관련 웹사이트 콘텐츠 및 광고 전달, 

또한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광고의 

효율성 측정 또는 이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사 웹사이트, 

제품/서비스, 마케팅, 고객 관계 및 경험 

향상.  

-신원 정보 

-연락 정보 

-기술 정보 

-프로필 정보 

-사용 정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법적 의무 준수에 따른 필요 

 

-당사의 정당한 이익 (당사 비즈니스 

운영, 관리 및 IT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보안, 사기 방지,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유형 정의, 당사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관련성 유지, 

고객의 당사 제품/서비스 사용 방법 

연구, 제품/서비스 개발, 당사 비즈니스 

성장 및 마케팅 전략 안내)에 따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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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당사는 개인정보를 통해 귀하의 관심사 및 선호사항을 파악하여 귀하가 어떤 제품, 서비스 및 혜택에 관심을 

가지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제품, 서비스 및 혜택과 관련된 마케팅 통신물을 귀하에게 전송합니다. 귀하에게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당사가 수행하는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게 정보를 요청했거나 당사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마케팅 자료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당사로부터 마케팅 통신물을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유럽 연합 또는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권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먼저 선택하거나 이러한 통신물 수신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하지 않은 전자 마케팅 

자료를 전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CoorsTek 그룹사들과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먼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CoorsTek 그룹사 외의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전송된 마케팅 메세지의 거부(opt-out) 링크를 통해 또는 당사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마케팅 

자료의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당사에 마케팅 메세지 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쿠키 

당사는 당사의 웹사이트에 다음 쿠키를 사용합니다.  

• 귀하가 보안 영역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쿠키.  

• 당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 인식 및 계산, 방문자들의 당사 웹사이트 이용 방법의 파악을 위한 

분석/성능 쿠키.  

•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에 반복 접속할 때 귀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쿠키. 예) 귀하를 위한 맞춤 

콘텐츠 또는 귀하의 언어 또는 지역 설정 기억.  

• 귀하가 방문하는 페이지와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에서 클릭하는 링크를 기록하는 타겟 쿠키. 예) 

귀하와 관련성 있는 광고 표시.  

 

귀하의 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저 쿠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웹사이트가 쿠키를 설정하거나 

쿠키에 접속하면 귀하에게 알림을 전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비활성화 또는 거부하는 경우,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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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일부가 접속 불가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접근 권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알아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여됩니다. 당사는 기밀 유지 의무 

대상으로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거나 귀하와 당사의 기존 

또는 향후 계약을 이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달성해야 하는 사람에 한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또한 CoorsTek은 고객 관계 관리, 주문 또는 계약 관리, 자동 마케팅, 수요 창출, 무역 박람회 운영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와 같이 귀하와 당사 간의 관계 관리를 지원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3자는 자신의 일차적 서비스 기능과 관련 없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모든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면 계약서를 통해 

당사 방침과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보안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사는 또한 기밀 유지를 바탕으로 합병, 매각 또는 개편 등 CoorsTek과 

관련된 잠재적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인수자 및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법적 의무 또는 수색영장,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등 유효한 법적 절차의 준수를 위하여 

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당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 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목적과 상황에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전송처 및 저장처 

당사의 기존 또는 잠재적 계약 절차 진행,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명시된 목적 달성 또는 법적 의무 준수에 

필요한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가 근무 또는 거주하는 국가 외의 지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거주 또는 근무 국가 외에 위치한 기타 CoorsTek 그룹사 및/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개인정보 전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 웹사이트는 미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호스팅되기 때문에 

귀하가 다른 국가에서 당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는 

미국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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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정보가 귀하의 소재지 국가 외 지역으로 전송될 때 CoorsTek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기밀 

보호를 약속합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위치에서 EU 법률에 의하여 적합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할권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는 적절한 보호 

조치, 특히 유럽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을 이행합니다. EEA 외의 위치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해외 

전송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계약을 

이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고지에 입각한 귀하의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보안 방법 

CoorsTek은 무단 또는 불법 처리, 우발적 손실, 파기 또는 손상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적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유지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되는 

데이터 보안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 침해에 대하여 귀하와 해당 규제 

기관에 이를 통지할 것입니다.  

 
CoorsTek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당사는 당사의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해 또는 법적, 회계 또는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존 기간 결정을 위하여 당사는 해당 개인정보의 양, 성격 및 민감성,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로 인한 잠재적 위험,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다른 수단을 통한 이러한 목적 달성의 가능성 

및 해당 법적 요건을 고려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유럽 연합 또는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관할권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접근권.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하의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거나 민감한 회사 정보를 노출하는 등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귀하의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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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할 권리.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과도한 지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당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삭제할 권리. 당사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지속할 정당한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 귀하는 당사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적 사유로 

귀하의 삭제 요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 제한할 권리.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 수정 요청을 고려하는 기간 등 특정 상황에서 귀하는 당사에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할 권리. 프로파일링 등 직접 마케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전을 요청할 권리. 일정한 상황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로 

판독 가능한 형태로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만을 제기할 권리. 귀하의 국가에서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데이터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불만을 제기할 권리 제외) 당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연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알아야 할 정보 

• 어린이. 당사의 웹사이트는 어린이(16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어린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수령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당사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CoorsTek이 어린이로부터 

또는 어린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제3자 링크. 당사 웹사이트는 제3자 웹사이트, 플러그인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연결을 개시하면 제3자에게 귀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또는 공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3자 웹사이트를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또는 쿠키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나갈 때, 귀하가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10 페이지 
 

 
• 개인정보 미 제공. 귀하와의 계약 이행에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귀하가 요청 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사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귀하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취소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귀하에게 이를 고지할 것입니다.  

 
•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업데이트.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당사의 개인정보 관행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에 개정본을 게시하고 

최신 개정 날짜를 개인정보보호 방침 상단에 표시할 것입니다.  

 

연락 방법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해당 법률 또는 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CoorsTek 법무 부서 legal@coorstek.com 또는 부록 A에 기재된 연락 

정보를 통해 CoorsTek 그룹사 또는 해당 시 데이터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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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OORSTEK 그룹사 

국가 CoorsTek 그룹사 

미국 

캐나다 - 에드먼튼 

CoorsTek, Inc. 주소: 14143 Denver West Parkway, Suite 400, Golden, Colorado 80401 

캐나다 - 해밀턴 CoorsTek Advanced Materials Hamilton 주소: 45 Curtis Avenue N, Paris, Ontario N3L 
3W1 Canada 

체코공화국 CoorsTek Advanced Materials Turnov 주소: Za Viaduktem 2150, 51101 Turnov, 
Czech Republic 

독일 CoorsTek GmbH 주소: Am Winkelsteig 1, D-91207 Lauf a.d. Peg., Germany 

데이터보호책임자: 
Lars Holdorf 
2B Advice GmbH 
이메일:CoorsTek@2b-advice.com  
주소:Joseph Schumpeter Allee 25 53227 Bonn Germany  
전화번호:+49 (228) 926165 120 
팩스:+49 (228) 926165 109   

영국 - 스코틀랜드 및 
뉴밀스 

CoorsTek, Ltd. 주소: Watford Bridge, New Mills, High Peak SK22 4HJ, United Kingdom; 
35-37 Cavendish Way, 37 Cavendish Way, Southfield Industrial Estate, Glenrothes, Fife 
KY6 2SB, Scotland, UK 및 64-66 Cavendish Way, Southfield Industrial Estate, 
Glenrothes, Fife KY6 2SB, Scotland, UK 

영국 - 크루 CoorsTek Advanced Materials Crewe, Ltd. 위치: Crewe Hall Enterprise Park, Weston 
Road, Crewe, Cw1 6UA, England, United Kingdom 

네덜란드 CoorsTek Netherlands B.V. 주소: Frontstraat 4, 5405 AK, Uden, Netherlands 

스웨덴 CoorsTek Sweden AB 주소: Fabriksvӓgen, S-91532 Robersfors, Sweden 

대한민국 CoorsTek Korea, Ltd.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7길 23-28, 우편번호 39422 및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스타 타워 703 우편번호 13211 

대만 CoorsTek Taiwan Corporation 주소: 16F-4, No. 295, Sec. 2, Kuang-Fu Road, Hsin-
Chu 30017, Taiwan 

중국 CoorsTek Trading (Shanghai) Co. Ltd. 주소: Room 907, World Trade Tower, No. 500 
Guangdong Rd., Huang Pu District, Shanghai, China 200001 

싱가포르 CoorsTek Singapore Pte. Ltd., 주소: 137 Cecil Street, #07-10, Hengda Building, 
Singapore 069537 

일본 • CoorsTek KK 주소 (본사): Osaki Wiz Tower,11-1, Osaki 2-chome, Shinagawa-ku, 
Tokyo, 141-0032, Japan 

• CoorsTek KK 주소: Osaki Wiz Tower,11-1, Osaki 2-chome, Shinagawa-ku, Tokyo, 
141-0032,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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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CoorsTek 그룹사 

• CoorsTek Nagasaki Corporation 주소: 296, Kawatana-cho Momozugo, 
Higashisonogi-gun, Nagasaki Prefecture 859-3605, Japan 

• CoorsTek Tokuyama Corporation 주소: 2-1-32, Eguchi, Shunan City, Yamaguchi 
Prefecture 745-0862,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