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rollon.com 개인정보 취급방침 

 당사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특히 EU 일반 데이터 보호법("GDPR") 및 구체적인 현지 법률(있는 
 경우)에 따라서만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본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Rollon이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데이터 주체로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된 몇몇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데이터”란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여기에는 특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귀하의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익명 데이터”란 사용자를 언급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GDPR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주체로서 귀하의 권리 

 당사는 데이터 주체로서 귀하의 권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권리들은 GDPR 제15조 -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  열람권(GDPR 제15조) 

 •  삭제권 / 잊혀질 권리(GDPR 제17조) 

 •  정정권(GDPR 제16조) 

 •  데이터 이동권(GDPR 제20조) 

 •  데이터 처리 제한권(GDPR 제18조) 

 •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권리(GDPR 제21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privacy@rollon.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도 앞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보호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할 권리 

 귀하의 반대할 권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귀하는 반대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추가 정보는 고객/공급업체에 적용되는 당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경우 프로파일링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직접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당사는 더 이상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이러한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이전에 행해진 처리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으며, 
 privacy@rollon.com  를 통해 당사에 연락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유로 언제든 그러한 처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프로파일링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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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 처리를 중단합니다. 단, 해당 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귀하의 이익, 권리, 
 자유보다 우선하는 설득력 있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그러한 처리가 법적 청구를 주장, 행사, 방어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귀하의 개인 데이터 처리는 GDPR 및 관련된 기타 모든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특히 GDPR 제6조도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GDPR 제6조 제1항 b, c를 근거로, 당사는 비즈니스의 개시, 계약상 의무와 법적 의무의 이행, 계약 관계의 유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마케팅 및 직접 마케팅을 포함한 고객 관계의 강화를 위해 귀하의 데이터를 이용합니다(GDPR 
 제6조 제1항 f). 

 귀하의 동의(GDPR 제6조 제1항 a)도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때마다 
 데이터 처리의 목적, 귀하의 동의 철회권을 고지합니다. 또한 동의가 특별한 범주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경우, 당사는 동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고지합니다. 

 GDPR 제9조 제(1)항에 속하는 특수한 범주의 개인 데이터 처리는 법적 규정을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하며 해당 데이터의 처리가 배제된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데이터 이전 / 제3자에 대한 공개 

 당사는 오직 해당 법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귀하가 동의한 경우에만 귀하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전합니다. 
 당사가 법률상 강행 규정에 따라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감독 당국 또는 법 집행 당국 등 외부 기관에 
 대한 공개)가 아닌 한,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는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공개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경우, 당사는 항상 적절한 데이터 보호 수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예: GDPR 
 제28조 제3항의 데이터 보호 계약, GDPR 제46조 제2항 b, c의 EU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조직적/관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GDPR 제6조 제1항 f) 또는 귀하가 동의한 경우(제6조 제1항 a),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당사가 속해 있는 TIMKEN 그룹 소속사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령인 / 수령인의 범주 

 당사는 당사 조직 내에서 계약상 의무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만 개인 데이터를 취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의 부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예: IT 서비스 제공업체). 그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보호 요건을 
 준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제3국 이전 

 데이터의 제3국(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의 외부) 이전은 법이 요구하거나 귀하가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행해집니다. 그러한 이전이 행해지는 경우, 언제나 적절할 수단을 활용합니다(예: GDPR 제46조 제2항 b, c의 EU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귀하의 데이터는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기간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최소화 및 저장 제한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당사가 정해진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거나 법률상 더 이상 보관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즉시 귀하의 데이터는 삭제됩니다(이는 귀하가 행한 동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귀하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한(단지 콘텐츠 검색에 한정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각각 당사의 고객/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도록 요청하며, 구직 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의 
 구직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도록 요청합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키와 관련한 데이터 보관 기간의 상세 내용은 당사의  쿠키  정책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일련의 개인 데이터는 계약 관계의 시작, 이행, 종료를 위해 필요하며, 법적 의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웹사이트 및 당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일부 옵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개인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맥락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 웹사이트 
 또는 그 기능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주 및 출처 

 당사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인 귀하로부터 입수하며, 관련 맥락에 따라 정해집니다. 귀하가 단지 당사 
 웹사이트를 탐색만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  귀하를 당사 사이트로 링크해 준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리퍼러 URL) 

 •  귀하 기기의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종류 및 버전) 

 •  귀하의 IP 주소 

 •  요청된 데이터, 이전되는 데이터의 양 

 •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에서 탐색하는 콘텐츠 

 기술적 보안을 이유로 당사는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데이터를 
 보관합니다(특히 공격 시도로부터 당사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처리의 법적 근거는 당사 웹사이트를 
 적절히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대한 당사의 이익입니다(GDPR 제6조 제1항 f). 해당 시점 이후에 당사는 
 사용자인 귀하와 다시 연결시킬 수 없는 익명화된 형식으로 귀하의 데이터를 추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 요청 시 개인 데이터 처리 

 귀하가 당사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 당사는 그 과정에서 귀하가 요청을 통해 제시한 목적에 한하여 귀하가 
 제공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성명, 칭호, 

 •  이메일 주소 및/또는 추가 연락 데이터 

 •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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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처리의 법적 근거는 귀하가 당사에 연락한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사전/사후) 계약상 맥락에서(GDPR 제6조 제1항 b), 또는 귀하가 자신의 데이터가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기타 
 맥락에서(GDPR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당사가 속해 있는 TIMKEN 그룹 소속사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의 성질 및 목적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귀하의 요청 및/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Rollon 법인, 
 유통업체 또는 세일즈 파트너 법인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귀하의 동의입니다(GDPR 제6조 제1항 a). 
 해당 파트너는 귀하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구직 신청 

 귀하는 당사의 채용 포털을 통해 당사에 구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당사 채용 포털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키 

 당사 웹사이트는 다양한 곳에서 “쿠키”를 사용하며, 쿠키는 당사 웹사이트를 안전하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근거는 당사의 정당한 이익입니다, GDPR 제6조 제1항 f), 또한 당사는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며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근거는 귀하의 동의입니다, 
 GDPR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당사가 속해 있는 TIMKEN 그룹 소속사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쿠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 데이터라 처리되는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당사의  쿠키 정책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목적의 등록 

 사용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당사의 디지털 자산에 등록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 CAD 
 다운로드, 콘텐츠 다운로드, 웨비나, 소식지, 구독, 기술적 도구에 대한 액세스 등). 당사 정책으로 인해 당사는 
 이러한 출처에 대한 완전한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한편, 사용자가 처한 다양한 단계에 따라 의무적으로(각각 
 *로 표시됨)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합니다. 

 -  이메일 주소 

 -  회사 

 -  국가 

 -  성명 

 -  지점 

 -  우편 주소 

 귀하는 다음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책 

 -  유선전화 번호 

 -  팩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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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데이터는 귀하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됩니다(GDPR 제6조 제1항 f). 귀하가 등록 과정을 완료하고 당사 
 소식지를 구독하는 경우, 당사는 소식지 발송을 위해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남용을 막기 위해 
 당사는 항상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내용이 없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귀하가 구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AD-모델, 제품 카탈로그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공된 추가 서비스는 당사 파트너에 의해 제공되었습니  다 

 당사는 TraceParts SAS, Par Eco Normandies, 76430 Saint Romain, France 및 CADENAS ITALIANA S.r.l (C.F. 
 02818740363) Via Bassa Dei Sassi ½, 40138 Bologna와 협력하며 두 회사 모두 Rollon 제품의 CAD 모델, Rollon 
 제품의 카탈로그 및 웹 플랫폼을 통한 Rollon 제품 액세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된 고객의 
 경우, 싱글 사인 온(SSO)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당사 파트너인  TraceParts  및  CADENAS  가 제공하는 소스에 간편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술적으로 HubSpot을 사용하여 제공되며 액세스 중인 플랫폼의 파트너에게 
 고객의 기본 데이터(당사의 계정 생성 시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있을 수 있는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고객 관계는 당사 파트너에게 
 아웃소싱한 당사 콘텐츠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당사와의 고객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고객이 요청한 항목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며 
 당사는 고객의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액세스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당사와 당사의 각 파트너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고객이 아직 당사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파트너 커뮤니티의 회원이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객이 
 당사에 대해 유리하도록 조항 6 I 1 a EU-GDPR에 동의를 선언하는 것이며, 이는 당사 파트너 CADENAS로의 고객 
 데이터 전송 및 CADENAS에서 Rollon으로의 고객 데이터 전송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을 시작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고객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한 법적 근거는 조항 6 I 1 b EU-GDPR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항 6 I 1 a EU-GDPR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각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당사는 각 파트너와 적절한 데이터 보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ADENAS가 자체 영역에서 고객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ps://www.cadenas.de/en/company/data-privacy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ceParts  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효하며 TraceParts로 고객의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 6 I 1 a EU-GDPR에 대해 동의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h�ps://info.traceparts.com/legal/general-gtu/  에 방문하여 참고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TraceParts 웹 
 사이트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당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TraceParts에 대한 동의 선언을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Rollon은 귀하와의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당사의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제안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제안을 귀하에게 발송하기 위해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당사의 정당한 이익입니다(GDPR 제6조 제1항 f).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또한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당사의 
 모회사 및/또는 계열사(Timken-/ Groeneveld-Beka- 및 Rollon 법인,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GDPR 제6조 제1항 a). 

 귀하는 언제든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프로파일링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반대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privacy@rollon.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귀하의 동의를 언제든 철회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denas.de/en/company/data-privacy
https://info.traceparts.com/legal/general-gtu/
https://www.rollon.com/GLOBAL/en/contacts/
mailto:privacy@rollon.com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 결정 

 당사는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링크 

 당사 웹사이트에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제3자의 웹 콘텐츠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링크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는 각각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콘텐츠는 전적으로 해당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들을 링크하기 전에 법률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링크되는 모든 페이지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파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링크된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 위반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이 명백히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 위반을 
 알게 되거나 통지받을 때 당사의 활동은 통지 후 삭제 조치(no�ce-and-take-down)를 통해 즉시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데이터 처리자 및 데이터 보호 책임자 

 Rollon S.p.A., 20871 Vimercate (MB), 

 Via Trieste no. 26, Tax Code 05999150963 

 전화. +39 039 62591 

 이메일:  infocom@rollon.com 

 데이터 보호 책임자 연락처:  privacy@rollon.com 

mailto:infocom@rollon.com
mailto:privacy@roll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