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개인정보보호 고지

Micron Technology, Inc. 및 그 그룹 회사(총칭하여 “Micron” 또는 “당사”)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전문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고지(본 “고지”)에서 당사는 귀하가 일자리, 인턴십, 견습생,
훈련생 또는 당사와 기타 근로 관계를 추구할 때 또는 당사가 채용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달리 처리할 때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 전송 및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Micron의
모든 연락, 정책, 문서 또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본 고지를 읽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Micron으로 연락하십시오(아래 ‘연락
방법’ 참조). 대행사 또는 계약 서비스 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 본 고지와 함께 해당
조직의 개인정보처리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고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행사 또는 계약 서비스 업체의 귀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1년 9월 15일
1. 본 고지의 범위
본 고지는 직원, 계약직 근로자, 훈련생, 인턴 또는 견습생 자격으로 Micron에서의 근무에
대한 잠재적 관심과 관련하여 당사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아래 섹션 3에서 정의)
주체인 모든 개인과 채용 목적으로 당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예: 채용 관련 연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주체인 기타 개인(총칭하여 “지원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고지는 당사의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Micron 또는 당사의 대행사가 수집하거나
귀하가 제공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합니다.
본 고지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고용 계약이나 Micron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Micron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타 일체의 계약을 생성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용 약관,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고용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기타 정책 및
절차(해당되는 경우)는 귀하의 당사와의 상호작용 및 귀하의 당사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자산,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사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 귀하의 권리 및 우선권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법률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당사는 본 고지, 당사의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당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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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 당사가 귀하와 상호작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3. 귀하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
본 고지에서 사용될 때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주체')을 식별하고, 관련되고, 기술하고,
개인과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및 기타 관련
데이터보호법 제4(1)조에 정의된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집계된, 식별 해제된 또는
익명화된 정보(‘익명 정보’)와 같이 귀하와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Micron과의 채용 상호작용 중 및 이후 귀하에 대한 다음 카테고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식별자:
o 이름, 직함, 주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지원자 ID,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연락처 정보
o 운전 면허증 번호, 여권 번호, 국적/비자 상태 또는 관련 정보
• 보호 대상 분류 및 민감한 개인정보:
o 귀하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지원 절차 중 인종,
민족, 종교, 장애, 군복무 상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
o 신원 조사(일정한 국가의 일부 지원자).
o 장애에 관한 정보 등 건강 및 의료 데이터
• 고용 또는 교육 관련 정보:
o 노동권 관련 문서
o 직함, 급여 이력, 근무 이력, 근무 시간, 교육 기록
o 교육 기록
o 전문가 협회 소속, 이사회 소속 및 기타 전문 활동 또는 역할
o 추천서
o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또는 Micron 입사 지원서의 일부로서의
기타 정보
o 일부 국가에서의 일부 역할의 경우, LinkedIn과 같은 채용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또는 네트워킹 사이트의 정보
o 당사의 채용 포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당사
시스템이 귀하에게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추가 기술에 대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채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활동 정보:
o 당사의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쿠키 및 그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동의 또는 선호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 쿠키 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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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 방법
당사는 지원 및 채용 과정을 통해서, 귀하로부터 직접, 고용 대행사, 심사 서비스 및/또는
신원 확인 제공업체로부터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전
고용주, 다른 추천인, 채용 제공업체, 신용조회기관, LinkedIn과 같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또는 고용 또는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출처를 포함한
타사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귀하가 해당 법적 취업 연령 미만인 경우, Micron에서 일자리, 인턴십,
견습생 자격 또는 수습생에 지원하기 위한 또는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Micron 또는 계열사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개인정보 사용 방법
당사는 관련 법률 및 당사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결정:
o 업무에 대한 적합성 확인
o 특정 공석에 대한 귀하의 자격 또는 Micron 내 다른 역할에 대한 귀하의
자격 평가
o 지원에 대한 판단, 채용 제안 및 조건 결정
• 관련 사업 목적:
o 지원자의 인구통계학 및 당사의 지원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연구 수행
o 다양한 인력 유치 및 유지
o 여행 및 기타 숙박 예약
o IT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설정 및 당사의 시설, 자원 및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o 법적 분쟁 처리
• 보안 조치 및 건강과 안전 의무 준수:
o Micron과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시설, 자원,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더불어 귀하의 안전 확보
o 사기를 방지하고 시스템, 데이터, 자원 및 시설을 무단 액세스 또는
악용하지 않도록 보호
o IT 정책 준수 모니터링
o 컴퓨터 및 전자 통신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속 방지를 포함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확보,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방지
o 절도 및 기타 불법 활동 조사
• 컴플라이언스:
o 신원, 국적 및 고용 상태 확인
o 고용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근로 허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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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고용 맥락에서 당사에 적용되는 평등한 고용 기회 법률 및 기타
법적 요건 준수
o 관련 법률에 따라 균등한 고용 기회 및 다양성 모니터링
o

또한 당사는 귀하의 동의 또는 귀하의 지시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공개
당사는 본 고지에 기술된 대로 당사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오직 당사가 공개하는 목적으로만 당사가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카테고리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전문 서비스 컨설턴트: 당사의 채용 절차를 지원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젝트 기반 리소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 지원자 자격 평가, 후보자가 지원서를 제출하는 플랫폼 제공, 신원 확인
업무 수행, Micron 정책 및 해당 법률 준수 여부 확인을 포함한 지원 및 고용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보안 공급업체: 보안 사고 확인 및 대응, 서비스 알림 및 사기 방지를 지원합니다.
IT 공급업체: 시스템 설계, 아키텍처 및 구현, 호스팅 및 유지 관리, 정보 및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본 고지에 기술된 대로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Micron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규제기관, 법원 또는 기타 당국과 같은 다른 외부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Micron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합병, 투자회수, 구조조정, 재편성, 해체, 매각 또는 기타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기타 승계인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Micron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전되는 자산 중 하나가 됩니다.
당사는 익명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보안
당사는 우발적인 손실과 무단 액세스, 사용, 변경 및 공개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및 시스템에 따라 여기에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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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집계, 익명화, 사이버 및 물류 보안, 암호화, 물리적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위험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데이터 보존 및 데이터 관리
귀하의 개인정보는 본 고지에 공개된 당사의 사업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또는 귀하가 Micron과 맺을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기록 유형, Micron과의 관계, 위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권리는 당사의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고용 개인정보 보호 고지와 아래 섹션 9 및 10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고지들은 귀하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보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9. 국제 데이터 이전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시설, 사업체, 계열사, 자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국가, 지역
및 조직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은 귀하가 속한
국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Micron은 자체 인증 기관으로서 당사의 프라이버시 실드 정책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EU-미국 및 스위스-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당사의 프라이버시
실드 정책을 살펴보면 Micron이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cron은 개인 정보를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영국 또는 스위스에서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관할권으로 이전할 때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Micron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이나 이러한 이전 및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보유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관할지로의 다른 이전에 대한 귀하의
동의(제한적인 상황에서)와 같은 법적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해당 조항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당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해당 관할권의 고용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섹션 10에 나열된 해당
관할권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0. 추가적인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Micron은 개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채택했기 때문에 본 고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추가 개인정보보호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Micron에 연락하는 것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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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권리와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현지 데이터 보호 당국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법률 통제:
중국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 보안법 및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국 Micron에 연락:
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Micron 및 그 계열사에 전 세계에서 ‘연락 방법’에 표시된 대로 또는
다음에 위치한 당사의 지역 중국 사업부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18F, Building 1, 1535
Hong Mei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P.R. China.
일본
적용 법률:
일본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본 Micron에 연락:
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Micron 및 그 계열사에 전 세계에서 ‘연락 방법’에 표시된 대로 또는
다음에 위치한 당사의 지역 일본 사업부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Japan, Ltd.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2-70, Konan 1-chome,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Micron Memory Japan, G.K.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2-70, Konan 1-chome,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유럽연합(EU), 영국(UK), 스위스(CH) 및 유럽경제지역(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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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의 조건 외에도 Micron은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영국 또는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추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Micron 또는 그 계열사가 EU, CH, UK, EEA에서
근무하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CH) 또는 영국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귀하의 개인정보(이하 "EU 개인 데이터")
처리는 일반개인데이터보호법 2016/679(‘GDPR’), 영국(UK)의 데이터보호법 2018,
스위스(CH)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연방법 2020 및 기타 현지의 GDPR 시행 법률을
포함한 해당 개인데이터보호 규칙(각각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될 수 있음)을 파악하기
위한 본 고지의 조건(이러한 추가 조항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GDPR에 따른 처리의 법적 근거:
해당하는 경우, GDPR은 Micron에게 EU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는 종종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가 처리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는 귀하와 상호작용할 때 법적 근거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아래 표는 당사의 각 처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에
적용되는 해당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Micron의 처리 활동
Micron과의 가능한 근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지원서 검토,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 채용 절차 분석, 채용 과정(예:
여행 준비 또는 IT 액세스) 중 귀하를
위한 준비

EU 개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최고의 인력을 유치하고 채용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

귀하가 당사의 설명서에 따라 입사
지원서의 첫 순위를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당사의 채용 포털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가 제공하는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귀하가 보유할 수 있는
추가 기술을 추론 (AI 기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의 표준 지원서 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지원서에 대한 인적
검토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원서의 정보를 확인할 때와 같이
데이터 보안 및 정확성 확보

최고의 인력을 유치하고 채용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

당사의 인력 및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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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또는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귀하의 EU 개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의 정당한 이익에 의존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의 권리를 집행하고
방어
특정 신원조회 활동 수행
당사는 귀하의 동의에 의존합니다.

평등 고용 기회 이니셔티브를 위해
민족과 같은 특별 범주의 데이터 수집

당사는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존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쿠키 사용
안전한 직장을 제공해야 하는 당사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건강 정보 수집

당사는 귀하의 동의에 의존합니다.
(a) 동의(또는 특별 범주의 EU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
(b) 보건 및 안전과 형평법과 같은 법적
의무 준수에 필요
유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 당사의 의무를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
준수하기 위해 노동권 정보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제공은 자발적이지만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의 직무 검색 엔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Micron은 귀하의 구직 문의에 응답하여 귀하의 지원서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기술에 부합하는 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Micron은 내부 정책을 채택하였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유럽연합(EU) 개인 데이터를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중히 그리고 주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 유럽연합(EU) 개인 데이터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연락하거나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해당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처리한 유럽연합(EU)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Micron이
법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유럽연합(EU)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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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일정한 EU 개인 데이터의 경우, 귀하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법인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EU 개인 데이터와 관련해 올바르게 제출되고 검증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또한 위 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유럽연합(EU)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U 및 영국 Micron에 연락:
Micron, 그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는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각 엔티티와 관련 데이터
주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고려하여 EU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자율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U 개인정보에 대한 타사 관리자에게 귀하가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CH)
및 영국 지역 사업부에서 Micron 및 그 계열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Semiconductor France, SAS
Attention: Legal-Privacy
23, avenue Carnot
91300 Massy
France 91300
Micron (Deutschland) GmbH
Attention: Legal-Privacy
Leopoldstrasse 250B
Munich, D-80807
Micron Semiconductor Italia S.r.l.
Attention: Legal-Privacy
Via Trento, 26
Vimercate, MB 20871, Italy
Micron Europe Limited
Attention: Legal-Privacy
Greenwood House
London Road
Bracknell, Berkshire, RG12 2AA, UK
다른 EEA 국가 또는 CH에 거주하는 개인은 다음 주소로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고지

Micron (Deutschland) GmbH
Attention: Legal-Privacy
Leopoldstrasse 250B
Munich, D-80807
이메일: privacy@micron.com
인도
적용 법률:
인도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와의 상호작용 중 개인정보
처리는 인도 헌법, 인도 형법, 1860, 형사소송법 1908, 정보기술법, 2000(IT 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인도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도 Micron에 연락:
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인도 지역
사업부에서 Micron 및 그 계열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Technology Operations India LLP
The Skyview, 20 7th floor, Sy. No. 83/1, Raidurgam, Madhapur, Hyderabad,
Telangana 500081
전화: +91 40 68110900
Micron의 고충 처리 책임자에게 연락:
Micron의 고충 처리 책임자에게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책임자
Jeffrey Sulman
법무 - 글로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이사
이메일: privacy_india@micron.com
말레이시아
적용 법률:
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와의 상호작용 중
개인정보 처리는 말레이시아 개인 데이터 보호법 2010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 Micron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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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말레이시아 지역
사업부에서 Micron 및 그 계열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Memory Malaysia Sdn. Bhd. (MMP)
Attention: Director, Malaysia Country Business People Partner
PMT 779, Lingkaran Cassia Selatan
Taman Perindustrian Batu Kawan
Seberang Perai Selatan
14110 Bandar Cassia, Pulau Pinang
전화: +60 6956 2629
이메일: moorthy@micron.com
Micron Semiconductor Malaysia Sdn. Bhd. (MMY)
Attention: Director, Malaysia Country Business People Partner
Tanjung Agas Industrial Area
P.O. Box 62
Muar Johor 84000, Malaysia
전화: +60 6956 2629
이메일: moorthy@micron.com
싱가포르
적용 법률: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와의 상호작용 중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 데이터 보호법 및 보조 법률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 Micron에 연락:
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싱가포르 지역
사업부에서 Micron과 그 계열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Semiconductor Asia Pte. Ltd.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1 North Coast Drive
Singapore 757432
전화: +65 6637 0708
Micron Semiconductor Asia Operations Pte. Ltd.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고지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1 North Coast Drive
Singapore 757432
전화: +65 6637 0708
Micron Semiconductor Asia Pte. Ltd.
Attention: Singapore Data Protection Officer
1 North Coast Drive
Singapore 757432
이메일: privacy_singapore@micron.com
대만
적용 법률:
대만 거주자로서 채용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대만 개인정보보호 조건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본 고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만 Micron에 연락:
Micron, 계열사 및 승인된 타사가 개인정보의 관련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대만 지역
사업부에서 Micron과 그 계열사를 전세계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Micron Technology Asia Pacific, Inc. (대만 지사)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Rm. 2508, 25F., 33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Micron Technology Taiwan, Inc.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No. 667, Fusing 3rd Road, Gueishan Dist.
Taoyuan City 33383, Taiwan
Micron Memory Taiwan Co., Ltd.
Attention: Global People Services
No. 369, Sec. 4, Sanfeng Rd., Houli Dist.,
Taichung City 42152, Taiwan (R.O.C.)
11. 고지 사항 변경.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고지

당사는 본 고지, 당사의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당사의 고용 개인정보 보호 고지
또는 이를 지원하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 게시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본 고지의 최신
버전, 당사의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또는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Micron이 이러한 절차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정도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본 고지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발표 즉시 적용되며 귀하가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12. 연락 방법.
본 고지, Micron 개인정보보호 고지 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피드백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A. 이메일 이용 privacy@micr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전화 이용 또한 전화(+1-800-336-891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C. 우편 발송 이용 다음 주소로 직접 우편을 보내어 연락할 수 있습니다.

Micron Technology, Inc.
Attn: Legal-Privacy
8000 South Federal Way
Post Office Box 6
Boise, Idaho 83707-0006, USA
D. 귀하의 지역 내 Micron의 인력 조직에 문의: 또한 귀하의 관할권 내 Micron의 고용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섹션 10에 명시된 대로 현지 인력 조직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청을 하는 경우 당사에서 요청에 전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특정
확인 및 검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