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Policy

1.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method of collection
We collect information from you when you send an inquiry to us. When sending an inquiry over
our website, you may be asked to enter your name, email address, and message. By submitting
the information to us, you will be treated as having consented to our collection of your personal
data. You may, however, visit our site anonymously.

2.

Use of collected information
We collect, use and disclose your personal data for the following purposes in connection with
your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d to the extent applicable:
A.

Processing and responding to your inquiry – we may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register and administer your account, and/or to fulfill and carry out any transaction as
requested or authorized by you.

B.

Improving our website - we continually strive to improve our website offerings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feedback we receive from you.

C.

Enhancing customer service - your information helps us to more effectively respond to your
customer service requests and support needs.

3.

Protection of information collected
We implement a variety of security technologies and policies in the storage and transmission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aim of maintaining the safety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4.

Usage of Cookies
Cookies, which are small text files that a webpage can send and store on your computer or
mobile device, are used to compile aggregate data about site traffic and site interaction so that
we can offer better site experiences and tools in the future.

5.

Security
The Company regards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s very important. The
company constructs the following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any unauthorized access, release, use or modification.

6.

Modification of Privacy Protection Policy
Any changes made to our website privacy policy will be posted on our website with effect from
last updated date, 2 January 2017.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amendments to the privacy
policy without prior notice to you.

7.

Contacting Us
Should there b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privacy policy you may contact us
to general@daehanmetals.com or call us at +82.51.974.6001 provided on th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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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1.

2.

3.

4.
5.
6.

7.
8.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한금속’(이하 ‘회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
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정보주체(이하 ‘이용자’)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이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를 회사와 관련한 하기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는
회사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되고 있습니다.
A. 이용자가 문의한 내용을 처리 및 답변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가 문의하거나
요청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B. 웹사이트 개선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습니다.
C. 고객만족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만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단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자의 경우, 입사지원자의 입사 지원 정보는 채용이 필요한 경우 상시채용 및 입사지원 이력
관리를 위해 2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하
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
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쿠키 사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
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집 동
의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이나 동의 철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의견수렴/불만처리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메일
(general@daehanmetals.com)과 유선전화(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총무팀장 김봉철 / 051-9746001)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한금속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50번길 3
3, Noksansandan 382-ro, 50 beon-gil,
Gangseo-gu, Busan, South Korea, 46757
www.daehanmetals.com

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cybercid.spo.go.kr / 02-3480-2509 / 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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