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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 개인정보 보호 고지 

아래에서 본 고지의 번역본을 확인하십시오. 

프랑스어/Français어 | 독일어/Deutsch | 이탈리아어/Italiano  | 일본어/日本語 | 한

국어 / Korean|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시아 | 중국어(간체)/ 

简化中文 | 중국어(번체)/傳統漢語 
 

Micron Technology, Inc. 및 그 그룹 회사(총칭하여 “Micron” 또는 “당사”)는 타협하지 

않는 무결성과 전문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Micron 개인정보 보호 고지(본 “고지”)에서는 당사의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과 

당사의 고객 개인정보의 사용 방법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귀하가 

가질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 전송 및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icron은 Micron Technology, Inc와 계열사 및 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당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의 브랜드 

제품은 Micron, Crucial, Ballistix 브랜드를 포함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Micron으로 연락하십시오(아래 ‘연락 

방법’ 참조).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일 
 

1. 본 개인정보 고지 사항의 범위 

본 고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Micron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거나, Micron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본 고지사항은 Micron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관행을 다루며 당사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물리적 시설 및 관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시 이용 약관이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icron은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방문자 또는 Micron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기타 개인(“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고지는 Micron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이러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당사의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고용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채용 또는 고용 관계의 

일환으로 당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2. 고객의 권리 및 선호 사항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fr-fr.pdf?la=en&rev=f9562bf0c448486082a96009a06676ac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de-de.pdf?la=en&rev=0522bd06fe3645f88e6dded71b0094dd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it-it.pdf?la=en&rev=3ae2aa1c5bd344e99e302f92206ad076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ja.pdf?la=en&rev=446a9ca573614bdd8be576fa8628c69e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applicantprivacynotice_korea.pdf?la=en&rev=8db2a0699888428ea52bd2ef220ed215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applicantprivacynotice_korea.pdf?la=en&rev=8db2a0699888428ea52bd2ef220ed215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ms-my.pdf?la=en&rev=083ed223b5aa4c368af827c805cde8e1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zh-cn.pdf?la=en&rev=dba125efc63a455c8849f872e00eb3ec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zh-cn.pdf?la=en&rev=dba125efc63a455c8849f872e00eb3ec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privacy/micronprivacynotice_zh-tw.pdf?la=en&rev=606d56c6f22a46a6b2782f2a8809694c
https://www.micron.com/privacy/micron-entities
https://www.micron.com/terms-o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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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은 고객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하고 Micron에서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법률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정한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당사는 본 Micron 개인정보 고지 사항과 당사가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이행합니다. Micron은 고객이 당사로 문의하거나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 도움말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당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권장합니다. 
 

3. Micron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Micron은 고객과 Micron과의 상호작용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고지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데이터 주체”)을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설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집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보(“익명 정보”)와 같이 귀하와 

연관될 수 없는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Micron은 익명 정보를 비식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A.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할 때, 당사는 당사의 관계(예: 공급업체, 호스트, 고용주 

등)의 맥락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의 상호작용을 개인화하기 

위해 추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B. 타사의 개인정보. 

• 귀하가 타사를 통해 Micron과 상호작용하거나 타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타사로부터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완, 검증 또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타사를 통해 고객의 우편 주소를 검증합니다. 

• 고객이 타사와 공유하는 개인정보는 Micron이 통제하지 않으며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이 공유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타사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타사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C.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 당사는 고객이 당사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 정보의 일부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쿠키 정책에 따라 쿠키 및 기타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URL, 쿠키 데이터, IP 주소, 장치 유형, 고유 장치 ID, 장치 속성, 

mailto:privacy@micron.com
https://www.micron.com/cooki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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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유형(예: WiFi, 3G, LTE, Bluetooth) 및 공급자, 네트워크 및 장치 성능, 

브라우저 유형, 언어, 운영 체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등의 기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D. 파생 정보. Micron은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한 정보를 사용하여 추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론을 사용하여 고객의 선호 사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잠재적인 선택 사항을 제공하거나, 권장 사항을 제공하거나, 귀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 선호 사항 관련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E. 아동 정보. Micron은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16세 미만인 경우, Micron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Micron 제품을 

구매하거나,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당사의 교육 또는 자선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Micron 재단(501(c)(3) Idaho 비영리 법인)이 제공하는 웹페이지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Micron 재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F. 개인정보 수집, 공개 및 보존 차트. 
 

https://media-www.micron.com/-/media/client/global/documents/general/k12/micronfoundation_privacy-policy.pdf?rev=91ef8b9f897a46dfb4f2c5c41c8808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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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카테고리 

개인정보의 사업적 및 

상업적 사용 

당사가 공개하는 타사의 

카테고리 

개인정보의 보존 

식별자(예: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제휴 및 기타 연락처 

정보) 

• 계정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고객과의 소통. 

• 신제품 및 서비스 

향상과 개발. 

•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활동. 

• 당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 

• 지급 처리업체, 

마케팅 제공업체, 

분석 제공업체,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예: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업체, 고객 지원, 

CRM 시스템) 및 기타 

하청업체와 같이 

당사를 지원하는 타사 

•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법인(예: 중재인 또는 

상대방) 

• 잠재적 또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기업 거래 또는 

사건에 관련된 법인 

• 정부 기관 

10년 

구매, 획득 또는 고려된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구매 또는 소비 

이력 또는 경향을 포함한 

상업적 정보 

• 신제품 및 서비스 

향상과 개발. 

•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활동. 

위와 동일 10년 

금융 데이터(결제 정보,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 

등)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활동. 

위와 동일 10년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 또는 기기 

활동(예: IP 주소, 기기 

식별자, 쿠키 데이터, 

기기 속성, 기기 사용 

정보, 브라우징 정보, 

메타데이터,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 

제3조에 기술된 기타 

정보) 

• 계정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고객과의 소통. 

• 신제품 및 서비스 

향상과 개발. 

•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활동. 

• 당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 

• 결제 처리업체, 

마케팅 제공업체, 

분석 제공업체,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당사를 지원하는 타사 

(예: 데이터 스토리지, 

고객 지원 및 CRM 

시스템 제공업체) 및 기타 

하청업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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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사용 방법 

당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개인화, 향상, 
촉진하고, 당사 사업을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당사가 달리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을 포함하여 본 

고지에서 기술한 목적(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귀하는 이해합니다. 

 

A. 계정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당사는 고객의 계정을 생성, 유지, 보완, 서비스, 변경 또는 삭제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 고객 계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당사에 있는 고객의 계정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 목적으로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질문을 

해결하고 경험을 추적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고객과의 소통. 

• 당사는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타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신제품 및 서비스 향상과 개발. 

• 당사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경험을 개인화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설문 조사 또는 기타 피드백 양식에서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정보와 다른 고객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D.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활동. 

• 당사는 고객의 요청 이행, 기술적 또는 고객 지원 제공, 법적 요건 준수를 

포함하여 당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사기 방지 및 고객의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의 제품, 서비스, 인력 및 

고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관할권에서는 다양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을 위해 민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당사는 고객의 정보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고객의 정보와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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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는 

집계되거나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5. 개인정보 공유 방법 

당사는 본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기술된 바에 따라서만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 당사는 고객의 요청 이행, 기술적 또는 고객 지원 제공,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 보호, 사기 대처, 고객의 정보 보호, Micron 정책 및 관련 규정 준수 

확인, 광고 및 마케팅 콘텐츠 작성 및 전달, 콘텐츠 서비스 제공, 광고 맞춤화, 광고 

캠페인의 효과 연구, 당사의 온라인 자산과의 상호작용을 이해 및 측정을 포함해 당사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당사와 계약을 맺은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B. Micron 법인 간 정보 공유. 본 고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Micron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적용됩니다. 법률, 규정 또는 계약 의무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본 

고지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Micron(당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 전체에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Micron 법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상 조치를 포함하여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의 맥락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전송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C. 법률 준수 및 Micron 보호. 당사는 해당 법률, 규정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선의의 신뢰가 있을 

때 법원, 사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Micron과 당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인력의 권리, 재산 또는 안전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 또는 지원하기 위해 당사의 이용 약관 또는 기타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D. 신용 보고. 당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신용조사기관, 소비자 보고 기관 및 

카드 협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의 연체금, 미납금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은 

신용 보고서 및 소비자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정 행위, 신용 또는 

부채 추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 변호사, 신용조사기관, 

대행사, 정부 기관, 카드 협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E. 당사 비즈니스의 판매. 당사가 사업의 일부를 매각, 합병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해당 거래의 일부로 공유,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또는 향후의 모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F. 개인정보가 제거된 또는 집계된 데이터. 당사는 고객의 정보를 단독 또는 다른 

개인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집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인정보가 

제거되거나 집계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n.com/terms-o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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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고객의 동의. 또한 위에서 기술한 것 이외에도 당사는 고객의 동의나 지시에 따라 

다른 목적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이전 및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당사는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 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 처리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가 시설, 사업 운영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 또는 본 고지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다른 수령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송, 처리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당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고객은 고객의 거주 국가 또는 

수집 장소 이외의 국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해당 국가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저장함을 인정합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은 고객이 속한 국가의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icron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전송, 처리 및 저장될 때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Micron은 자체 인증 기관으로서 당사의 프라이버시 실드 정책에 서술된 대로 EU-미국 

및 스위스-미국의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해당 정책에서 Micron이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cron은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영국(“UK”) 또는 

스위스(“CH”)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에 있어 더 이상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Micron은 그러한 이전 및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관할권으로의 기타 이전을 위해 유럽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 또는 고객의 동의(제한된 상황에서)와 같은 법적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조항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당사로 문의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 도움말 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청을 하는 경우 당사에서 고객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고객이 특정 인증 및 검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타사와의 연결 

Micron은 고객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타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상호작용 내용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의 정보를 타사와 동기화, 링크 

또는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당사, 타사 또는 

양쪽 모두에서 고객의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타사의 개인정보 보호 

https://www.micron.com/privacy/privacy-shield
mailto:privacy@mic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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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공유를 선택한 모든 타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고객이 직접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shop.crucial.com과의 상호작용 

shop.crucial.com 웹사이트는 Micron이 아닌 Digital River가 운영합니다. Digital 

River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자입니다. Digital River는 자체 

정책 및 관행에 따라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igital 

River가 Micron과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당사는 Micron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관리 

고객은 고객을 식별하는 정보 사용, 고객이 당사로부터 받는 마케팅 통신문 및 당사의 
쿠키 및 기타 추적 기술 사용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정 설정에서 정보를 
검토 및 변경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당사는 일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메시지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있지만, 
프로모션 목적이 아닌 기타 메시지는 계속 수신할 수 있습니다. 
 

A. 당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  당사에서는 마케팅 메시지 수신에 관한 고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및 당사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선호 사항을 

조정합니다. 

• 수신한 이메일 또는 뉴스레터에서 ‘수신거부’ 링크를 클릭합니다. 

• 고객의 Micron 계정 설정에서 선호 사항을 조정합니다. 

• SMS 메시지의 경우 이러한 전달 사항의 수신을 중단하려면 ‘중지(STOP)’라고 

회신하거나 메시지 또는 설정에 있는 지시를 따릅니다. 

• 현재 당사로부터 고객의 모바일 기기로 푸시 알림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전달 사항을 더 이상 수신하지 않으려면 기기에서 해당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 당사로부터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필수 서비스 또는 

거래 전달 사항은 계속 수신하게 됩니다. 
 

B. 고객의 개인정보 업데이트.  당사 웹사이트에서 자가 지원 도구를 사용하거나, 

Micron 계정 설정을 조정하거나, Micron의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액세스, 

업데이트, 변경,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 쿠키 및 유사한 추적 기술. 당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쿠키, 웹 비콘, 픽셀, 로컬 공유 개체, 장치 식별자 및 기타 유사한 기술("쿠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사가 쿠키에서 수집한 

일부 데이터와 당사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 Micron 

웹사이트의 하단 모서리에 있는 당사 쿠키 정책 및 "개인정보 관리" 버튼을 참조하여 

mailto:mailto:privacy@mic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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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이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귀하가 

이러한 기술을 제어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포함)를 확인하십시오. 관심 기반 

광고를 위해 쿠키를 활성화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광고는 계속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쿠키를 기반으로 고객의 관심 분야에 맞춤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쿠키를 수신하기로 선택하고 나중에 쿠키를 삭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 내용을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D. 추적 금지. 대부분의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당사는 ‘추적 금지’ 신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추적 금지’ 표준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적 금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쿠키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 소셜 미디어 기능. Micron이나 당사에서 공인한 타사는 고객 특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고객의 IP 주소를 

수집하고, 고객이 방문 중인 웹 페이지를 기록하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쿠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기능과 고객의 

상호작용은 제공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관행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데이터 보존 

Micron은 해당 법률 및 규정, 그리고 허용된 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사용합니다. 

•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정이 활성화 상태인 동안 고객의 

계정을 유지하거나, 그 외에 당사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고객의 

정보를 보존합니다. 

• 귀하가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계속 연락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가 당사로부터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사업 목적 및 당사의 제안 개선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적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합의를 

이행하고, 미결 거래를 완료하며, 사기를 탐지 및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과 

Micron의 기록 및 정보 관리 정책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보유 및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카테고리별 보존은 섹션 3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10. 개인정보의 보안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조치를 사용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사에 중요한 일입니다. Micron은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https://www.micron.com/cooki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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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사의 보안 관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해당 법률 및 보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 해당 직원 및 계약자에게 데이터 보호에 관해 교육하고 이들에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 해당 시 결제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11. 추가적인 국가/지역 고려 사항 

당사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당사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절차를 정하지만, 고객이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특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icron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권리 준수에 대한 높은 기준을 인식하고 구현합니다. 
 

아래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될 수 있는 추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중국 

•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및 유럽경제지역 

• 인도  

• 싱가포르 

• 미국 - 캘리포니아  

• 미국 - 버지니아  
 

12. 개인정보 고지 변경 사항. 

당사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 또는 당사가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사는 이 통지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고지 사항의 최신 

버전을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려드리며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또는 

이메일, 뉴스레터 또는 커뮤니티 게시물과 같은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 반대하고 더 이상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정을 

폐쇄하고 당사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고지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게시 즉시 발효되며, 법으로 금지된 범위를 제외하고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고지 사항 게시 후 당사와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은 모든 변경 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s://www.micron.com/privacy/china-privacy-considerations
https://www.micron.com/privacy/eu-and-uk-privacy-considerations
https://www.micron.com/privacy/india-privacy-considerations
https://www.micron.com/privacy/singapore-privacy-considerations
https://www.micron.com/privacy/us-privacy-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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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의 방법. 

본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11을 참조하십시오. 
 

A. 이메일: privacy@micron.com 

B. 전화: 1-800-336-8915 

C. 우편: 

Micron Technology, Inc. 

Attention: Legal - Privacy 

8000 South Federal Way 

Boise, Idaho 83707-0006, USA 

 
 

mailto:privacy@mic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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