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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Controls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 및 계열사(통칭하여 Johnson Controls, 당사 또는 저희)는 귀하의 프라이버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정한 정보 관리 방법,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에 맞게 귀하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희의 약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써, 당사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BCR”)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의 이전 및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등 글로벌 프라이버시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계열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BCR은 유럽 데이터 

보호국(European Data Protection Authority)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 홈페이지에서 BCR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1. 적용 범위 

2. 데이터 관리자의 신원 

3. 개인 정보의 범주 

4.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5. 처리 목적 

6. 개인 정보의 수신인 

7. 국가 간 전송 

8. 보존 

9. 개인 정보의 보호 

10. 당사 웹사이트 

11. 귀하의 권리 

12. 동의 및 동의의 철회 

13. 자동화된 의사 결정 

14. 당사 연락방법 

15.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의 변경사항 

16. 특정 국가에 대한 현지 부록 

 

1. 범위:  

 

이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에는 당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이며, 이러한 자연인은 이름, 식별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등의 식별자나, 아니면 해당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학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신원에 특정된 하나 이상의 요인에 대한 참조를 통해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http://www.johnsoncontrols.com/privacy


2  

당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쪽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예를 

들어 고객의 주문 실행,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계약 체결, 또는 당사와의 의사소통, 또는 당사 웹사이트의 방문 및 사용 

시점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또한 고객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 고객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2. 데이터 관리자의 신원 

 

자신의 개인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Johnson Controls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Johnson Controls 비즈니스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Johnson Controls 공개 웹사이트(www.johnsoncontrols.com)에 있는 위치 목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 

사무소(privacy@jci.com)에 문의하십시오. 

 

3. 개인 정보의 범주 

 

당사가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중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직책, 나이 및 경칭, 사용자이름,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나 기타 저희가 귀하께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주소, 회사 정보, 귀하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등록 정보 등, 귀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 정보. 

 

 귀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및 서비스 유형, 연락처 및 제품 선호도, 언어, 신용도, 마케팅 선호도 및 인구학 정보 등, 

귀하와의 사업을 돕는 관계 정보 

 

 구매, 질의, 고객 계정 정보, 주문 및 계약 정보, 배송 정보, 청구 및 재무 데이터, 세금용 상세정보, 거래 및 교신 이력, 

귀하의 당사 웹사이트 이용 및 상호작용 방식을 포함하여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거래 정보. 

 

 상충 점검, 사기 방지, 내부 검증에 대한 정보 및 영상 기록물과 같은 당사 부지의 보안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준수 정보. 

 

 당사 제품은 제품의 셋업, 구성, 운용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이벤트 정보와 더불어, 당사 제품의 일상적 운용 중 당사 제품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센서 데이터, 장비 데이터, 건물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 에너지 사용 

데이터, 고장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기타 내외부 데이터는 물론 제품 사용 정보 및 제품 성능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에서 이 정보는 개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또는 보안 제품의 경우, 이 정보에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와 데이터가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수집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는 제품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제품이 사용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http://www.johnsoncontrols.com/
mailto:privacy@j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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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당사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의 실행. 

 당사 일상 비즈니스 활동인 Johnson Controls의 정당한 이익. 

 관련법 상 당사의 법적 의무의 준수. 

 필요시, 그리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개인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리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5. 처리 목적 

 

 제품 및 서비스 전달, 고객 서비스, 회계 및 청구 관리, 지원 및 교육, 제품 업데이트 및 안전 관련 공지 등 제품 또는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귀하의 구매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귀하와의 상호작용,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분석 및 개선, 귀하에 대한 당사 제품 및 서비스는 물론 특별 행사 

및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당사의 계약적 의무와 귀하의 당사와의 지속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함. 

 

 당사 웹사이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부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사기로부터 당사를 보호하고자 함. 

 

 결제 처리 및 재무 계정 관리, 제품 개발, 계약 관리, 웹사이트 관리, 물류, 기업 관리, 감사, 보고 및 준법과 같은 일상적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관리를 위함. 

 

6. 개인 정보의 수신인 

 

 제3자: 당사는 당사를 대신하여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거나 수행할 제3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서비스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이러한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 정보의 처리는 

항상 당사의 지침에 따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수행될 것입니다. 

 

 법률 요건에 따라: 당사는 또한 법의 요구에 따라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법집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귀하의 정보가 보관되며 자신의 국가 외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국가 내 기관 및 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 법집행관 및 기관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또한 제3자(법률 자문 

포함)에 필요하다면 법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또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의 재산이나 권리, 타자의 

재산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필요시 외부 감사, 준수, 기업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개인 정보는 매각, 합병, 청산, 해산 또는 기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Johnson Controls 또는 Johnson 

Controls의 비즈니스 운영 기능의 모든 또는 일부 지분 또는 자산을 획득하는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당사는 또한 관련법에 맞게 Johnson Controls 계열사에 이러한 정보를 이전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7. 국가 간 전송 

 

귀하의 개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제3자, 자회사 및 계열사는 전 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거주국과 다른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보유한 국가로 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가 전 세계에서 당사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된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높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당사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및 표준 

계약 약관(Standard Contractual Terms)을 포함하는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귀하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Johnson Controls는 유럽연합, 영국 및 스위스로부터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보유에 대해 미상무성이 명시한대로 

Eu-미국간 프라이버시 쉴드 체계(EU-U.S. Privacy Shield Framework) 및 스위스-미국간 프라이버시 쉴드 체계(Swiss-US Privacy Shield 

Framework)를 준수합니다. Johnson Controls Inc., 그리고 Johnson Controls APS Productions Inc., Johnson Controls Security Solutions 

LLC, Sensormatic Electronics, LLC, Exacq Technologies Inc., Tyco Fire Products LP, ShopperTrak RCT Corporation, WillFire HC, LLC 

and York International Corp.는  미상무성에 프라이버시 쉴드를 준수함을 인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과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 간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프라이버시 쉴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인증서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privacyshield.gov/. 

 

Johnson Controls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따라 받고, 이후 Johnson Controls를 대행하는 제3자에게 이전된 개인 정보의 처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Johnson Controls는 이러한 대행업체가 이러한 개인 정보를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Johnson Controls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특정 조건 하, 다른 프라이버시 쉴드 

작동 체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쉴드 준수와 관련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ANNEX-I- introduction.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Johnson Controls의 프라이버시 쉴드 준수에 관련한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8. 보존 

 

개인 식별 데이터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즉 통상 계약 관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관련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9. 개인 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당사의 프로세스는 개인 정보를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손실, 변경, 무단 유출 또는 액세스,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당하게 설계된 적절한 기술적, 물리적, 조직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허가된 수신자에게로 제한됩니다. 당사는 해당 처리와 관련된 위험과 비례하는 

포괄적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계에서 인정된 방식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위험을 경감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당사는 또한 일체의 민감한 개인 정보 처리 시 강화된 보안 조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처리자로서) 고객을 대신하여 당사가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일부 경우, 당사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사 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 처리자 기능 내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사는 이 개인 정보를 당사 고객이 지침에 따라서만 수집하고 처리하며 

당사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 통제장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 정보를 고객의 지침에 따라, 또는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제공하거나 이전합니다. 고객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본 고지사항에 명시된 대로 공개 및 이전에 관한 당사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취급합니다. 

https://www.privacyshield.gov/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ANNEX-I-introduction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ANNEX-I-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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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사 웹사이트 

 

 쿠키, 사용 데이터 및 유사한 도구 

 

귀하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당사는 쿠키, 픽셀 태그, 브라우저 분석 도구, 서버 로그, 웹 비컨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사가 쿠키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참조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쿠키란 귀하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귀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나 기타 장치의 하드 

드라이브에 전송하는 작은 문서 파일입니다. 당사는 웹사이트 로그인 및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리고 귀하의 탐색 

기본설정을 맞춤화하고 당사 웹사이트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성능 관리를 위해, 

그리고 분석 목적을 위해 웹사이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쿠키는 

또한 기능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 기본설정, 비밀번호, 로그인 상세정보를 기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가 사용자 방문을 효율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쿠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떠나면 장치에서 

삭제되는 세션 쿠키, 그리고 더 장기간, 또는 수동 삭제하기 전까지 남아 있는 지속성 쿠키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온라인 환경의 개인화 및 향상을 위해 플래시 쿠키(로컬 보관 오브젝트라고도 함) 및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obe Flash Player는 동영상 클립과 애니메이션과 같은 동적 콘텐츠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당사는 플래시 쿠키를 보안 목적, 그리고 브라우저 쿠키와 유사하게 설정 및 기본설정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이 쿠키는 웹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것과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됩니다. 플래시 쿠키를 

관리하려면 Adobe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www.adobe.com을 방문하십시오. 당사는 행동 타겟형 목적을 위해, 또는 

관심사에 기반한 광고를 위해 플래시 쿠키나 그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서버 로그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이용 행태에 대한 정보(사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도메인명, 언어, 브라우저 종류, 운영체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든 사이트나 참조, 당사 웹사이트에 오기 전 귀하가 방문하고 있던 웹사이트, 당사 사이트를 떠난 후 귀하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해당 웹사이트에서 귀하가 머문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웹사이트의 성능 및 활동 측정, 

웹사이트의 디자인 및 기능 개선 또는 보안 목적을 위해 사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당사 웹사이트의 픽셀 태그 및 웹 비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웹페이지나 이메일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그래픽 이미지로, 귀하가 특정 작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페이지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열거나 클릭하면 픽셀 태그와 웹 비컨이 해당 작업에 대한 알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도구로 당사의 

전달사항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고 웹페이지와 프로모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쿠키를 받았을 때 차단하거나 알리고, 쿠키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의 익명 

사용 설정을 사용하여 당사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명서나 도움말 화면을 참조하여 브라우저 설정의 

조정 또는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귀하의 장치에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에 따라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쿠키 또는 이러한 기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 

웹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http://kb2.adobe.com/cps/526/52697ee8.html
http://www.ad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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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이 요구할 경우, 당사가 귀하의 컴퓨터나 기타 장치에서 특정 쿠키나 그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그에 동의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데이터 공유 및 브라우저 추적 방지 기능(Do Not Track Request): 당사는 당사 방문자를 추적하지(그리고 타자가 

추적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추적 방지(Do Not Track) 신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추적 신호 및 

추적금지(Do Not Track)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allaboutdnt.org/를 방문하십시오. 

 

 연결 사이트: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제3자 웹사이트("연결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는 

당사가 검토, 통제, 또는 시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각 연결 사이트에는 자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연결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약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어떠한 연결 사이트의 정책과 관행, 또는 이러한 연결 사이트에 포함된 어떠한 추가적 링크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링크에는 연결 사이트에 또는 회사나 서비스에 대한 당사의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께 연결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해당 사이트의 약관 및 고지사항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 당사 웹사이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고의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구하거나 

마케팅하기 위해 당사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어린이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는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Google Analytics: 당사는 또한 귀하가 방문한 웹페이지, 귀하가 클릭한 링크, 당사 웹페이지에서 귀하가 수행한 검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당사 웹사이트에서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를 컴파일하고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쿠키는 해당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로 찾아오게 된 곳, 그리고 방문자가 방문한 페이지를 포함하는 정보를 익명 형식으로 수집합니다. 이러한 쿠키에 

의해 생성된 정보 및 귀하의 현재 IP 주소는 브라우저에 의해 전송되어 Google에 의해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있는 서버에 

저장됩니다. Google은 위에 설명된 당사 사이트 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합니다. Google 

애널리틱스를 통해 수집된 IP 주소는 Google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모든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빈다. Google 

Analytics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ogle.com/intl/en/analytics/privacyoverview.html을 방문하십시오. 귀하는 브라우저의 관련 설정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쿠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사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Google 애널리틱스 차단 브라우저 옵트아웃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 

 

 Google 재마케팅 기술: 당사는 Google의 재마케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당사 온라인 서비스를 이미 

방문하여 당사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들이 Google 파트너 네트워크의 웹사이트에 있는 타겟형 광고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사 방문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에게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키가 생성한 해당 웹사이트 

사용 관련 정보는 Google이 미국 내 서버에 전송하고 저장합니다. IP 주소가 전송될 경우, 마지막 3자리로 줄어듭니다. 

쿠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상의 사용자 행동이 분석되고 나면 이후 사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타겟형 제품 추천 및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겟형 광고를 수신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을 방문하여 Google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쿠키의 사용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ttings/ads/.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는 

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의 비활성화 웹사이트(http://www.networkadvertising.org/choices/)를 방문하여 제3자 

http://www.allaboutdnt.org/
http://www.google.com/intl/en/analytics/privacyoverview.html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
https://www.google.com/settings/ads/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networkadvertising.org_choices_&amp;d=DwMFAw&amp;c=0YGvTs3tT-VMy8_v51yLDw&amp;r=IVfHDu1HbEcaxiEWzNN7gYswkcAWc73Zi-Cvu9QVzZQ&amp;m=pEJtT1Xw145WfkQfz830OUlTeLOdcHcQ8_WiyJFm4BI&amp;s=ydY6lBCkgWF_oPHT3Ru6j0oyr_7NlEefwRpILyCfBV8&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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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쿠키 이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는 당사와 별개의 자체 데이터 보호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Google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 

웹사이트 이용 전, Google의 개인정보보호정책(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을 읽어보십시오. 
 

 Facebook 전환 추적: 당사 웹사이트는 Facebook Inc., 1601 S. California Ave., Palo Alto, CA 94304, USA (“Facebook”)의 

전환 추적 픽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Facebook 광고를 클릭하여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리디렉션된 후 사용자의 작업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통계 및 시장 조사 목적을 위한 Facebook 

광고의 효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당사가 어떠한 개인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도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Facebook이 저장 및 처리하게 됩니다. Facebook은 

Facebook의 데이터 사용방침에 맞게 귀하의 Facebook 계정의 데이터에 연결하고 자체 고아고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about/privacy/. Facebook 전환 추적은 Facebook 및 Facebook의 

파트너가 Facebook 상, 그리고 외부에서 귀하가 광고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쿠키가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13세를 초과하는 연령의 사용자만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을 철회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ads/website_custom_audiences/ 

 

 

 

11. 귀하의 권리 

 

귀하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당사의 프라이버시 사무소에 연락하여 부정확하거나 시한이 만료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JCI 문의 양식.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귀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의 삭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리의 제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데이터 이동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2. 동의 및 동의의 철회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정보의 수집, 처리, 국가 간 이전, 사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는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귀하는 어느 때고 당사 웹사이트의 관련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메일의 지침을 따르거나,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당사 프라이버시 

사무소에 연락하여 직접 마케팅 목적을 위한 자신의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전에 제공한 어떠한 

동의이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JCI 문의 양식. 

 

13. 자동화된 의사 결정:  

 

JCI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과 관련된 법에 의거하여 귀하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14. 당사 연락방법 

 

개인정보보호 사안과 관련해 당사와의 소통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의견 또는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당사 

프라이버시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JCI 연락양식.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ogle.com_intl_en_policies_privacy_&amp;d=DwMFAw&amp;c=0YGvTs3tT-VMy8_v51yLDw&amp;r=IVfHDu1HbEcaxiEWzNN7gYswkcAWc73Zi-Cvu9QVzZQ&amp;m=pEJtT1Xw145WfkQfz830OUlTeLOdcHcQ8_WiyJFm4BI&amp;s=aQXVHBlu2jS80ZgNBwPFBaydRp2ysF3tiD9zM2G0iow&amp;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facebook.com_about_privacy_&amp;d=DwMFAw&amp;c=0YGvTs3tT-VMy8_v51yLDw&amp;r=IVfHDu1HbEcaxiEWzNN7gYswkcAWc73Zi-Cvu9QVzZQ&amp;m=pEJtT1Xw145WfkQfz830OUlTeLOdcHcQ8_WiyJFm4BI&amp;s=zaPlmlrS1Keup8KGhhJ610yFmqnDlrR5SJldY1FzuQg&amp;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facebook.com_ads_website-5Fcustom-5Faudiences_&amp;d=DwMFAw&amp;c=0YGvTs3tT-VMy8_v51yLDw&amp;r=IVfHDu1HbEcaxiEWzNN7gYswkcAWc73Zi-Cvu9QVzZQ&amp;m=pEJtT1Xw145WfkQfz830OUlTeLOdcHcQ8_WiyJFm4BI&amp;s=uJqb9x3Dtx0EzrBseTLo0VcgIa1ZtpkakqUqLv3Yt9E&amp;e
http://www.johnsoncontrols.com/content/us/en/privacy/contact_privacy_office.html
http://www.johnsoncontrols.com/content/us/en/privacy/contact_privacy_office.html
http://www.johnsoncontrols.com/content/us/en/privacy/contact_privacy_off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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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쉴드 원칙에 부합하여, Johnson Controls는 귀하의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관한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프라이버시 쉴드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 또는 불만사항이 있는 유럽 연합 및 스위스의 개인은 위의 링크를 통해 

프라이버시 사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Johnson Controls는 추가적으로 유럽연합 및 스위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와 관련된 미해결 

프라이버시 쉴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데이터보호당국(DPA) 및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DPIC)가 정한 

패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15.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의 변경사항 

 

당사는 어느 때고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의 변경, 수정, 갱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신 고지문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특정 국가에 대한 현지 부록 

 

당사는 관련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정보로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보충 고지사항은 

프라이버시 홈페이지에 있는 현지 부록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보호문의  발효일: 2019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