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Privacy Policy (Translation for South Korea)
쥴릭파마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업데이트: 2022 년 5 월 13 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쥴릭파마 그룹 소속 법인들(소속 법인의 비열거적인 목록은 아래
제 14 조(연락처)에서 확인 가능함, 이하 총칭하여 “쥴릭파마” 또는 “당사”)이 당사에 적용되는
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양식, 제품, 서비스,
소셜 미디어 페이지 등(이하 총칭하여 “플랫폼”)을 통해, 또는 귀하가 각종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당사 및/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이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당사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합니다. 또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귀하 개인정보의 이용, 그에
대한 귀하의 접근, 업데이트 및 수정 방법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선택권을
설명합니다. 당사 플랫폼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기타 특정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특정 부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 함은 해당 부록을 포함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란 통상 직∙간접적으로(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
유형과 결합하는 등) 개인(즉 “정보주체”)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현지 정보보호법령별로 이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사용되는
당사의 정의가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정의가 적용됩니다.
I.

개인정보의 처리

귀하가 당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귀하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당사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당사가 제 3 자 또는 공공영역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은 유형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귀하의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소셜 네트워크 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정보
귀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
귀하의 계정 로그인 ID/이메일 주소, 닉네임, 복구 불가능한 형태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질문 및 답변 등 계정 로그인 정보
귀하의 직업, 직함 및 고용주 정보 등 사업 연락처 정보
귀하의 시민자격, 국적, 신분증 또는 여권 정보와 관련된 정보
귀하의 생년월일,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즐겨찾는 제품 및 서비스, 쇼핑 정보 및 가정 또는
생활습관 정보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관심사
은행 계좌 및 결제 카드 정보, 귀하에 대한 지급 및 귀하의 결제 내역, 기타 귀하가 당사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세 정보 등 거래 및 금융 정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운영체제 유형, 웹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귀하의 기기 정보 및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 기술적 정보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 등 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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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의 당사 및 제 3 자 마케팅 자료 수신 선호 여부, 귀하의 선호 연락수단 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당사 사업장 및/또는 당사 행사에서 촬영되거나 기록된 귀하의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
지리적 위치 정보
귀하가 당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당사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귀하와 당사의 대화
내역(채팅 또는 직접 전화 통화)
그 외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정보 또는 당사와 거래하는 시점에 귀하에게 통지된 정보

관계 법령상 금지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귀하에게 알리고,
귀하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귀하 개인정보의 정확성은 주로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에 달려 있으므로, 귀하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귀하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 조속히 당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타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행위하도록 귀하를 선임하였으며 귀하가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것입니다.
•
•
•

해당 타인을 대리하여 해당 타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함
해당 타인을 대리하여 정보보호고지를 수령함
당사가 해당 타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귀하가 해당 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당사가 해당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귀하가 허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함

일반적으로 당사의 플랫폼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가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요하는 경우, 이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해당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당사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II.

개인정보의 출처

당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적법하고 투명한 각종
출처로부터 수집됩니다.
•
•
•
•
•
•
•
•
•

귀하의 당사 플랫폼 접속 또는 이용
귀하가 당사의 제안 또는 견적 요청에 응하거나, 당사에 공급업체로 등록하거나, 및/또는
당사의 구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색, 주문, 구매 또는 구독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의 환자 지원, 의료 지원, 환자 참여 및 처방 정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하는 이메일 또는 서신
귀하가 다양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비롯하여 당사와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당사 및/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거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신청서 또는 양식의 작성을 완료하는 경우
당사가 주최하거나 제 3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경품 추첨 또는 대회에 귀하가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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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가 연구 목적으로 귀하에게 발송하는 설문조사를 작성 완료한 경우
당사 사업장에서의 행사 및/또는 활동에 대한 영상 또는 기록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즉, 귀하가 공개한 데이터,
소셜 미디어 프로필, 디렉토리, 간판 등)
신용보고기관, 규제∙집행기관, 의료기관 및 기타 정부 또는 정부연계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제 3 자로부터 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당사의 관련회사 및/또는 관계회사, 계약자,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사업 파트너
마케팅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파트너
우편물 수신자 명단

•
•
•
•
III.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적법한 근거에 기반합니다.
•
•
•
•
•
•

공개된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생명·건강 등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거나 공공질서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당사, 제 3 자 또는 정보 공개 대상자가 추구하는 적법한 이익이라는 목적상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단, 현지 법률에 따른 보호를 요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및 자유가 이러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에 의존합니다. 아울러, 아래 표는 당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의 목적 및 법적 근거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적
• 귀하의 계정 생성 및 관리(해당하는 경우)
• 귀하가 플랫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귀하의 주문 처리 등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환자 지원 및 홈케어 프로그램의 제공,
운용, 관리를 포함한 환자 지원, 의료 지원
서비스, 환자 참여 및 처방 정보 제공
• 귀하의 주문 및 구매 시 할인, 보너스,
리베이트 등 제공
• 당사 제품 및 서비스 지원
• 귀하의 요청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귀하의 주문 현황 업데이트 제공을 포함한
귀하와의 연락 및 커뮤니케이션
• 정보, 통지 및 업데이트 전달
• 귀하가 당사에 제출한 기타 요청(들)의
이행

적법한 근거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가 요청받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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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제품 안전성 문제 또는 제품의 불만사항
처리 및 이와 관련한 귀하와의 연락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 수행
귀하가 제기하거나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해결 또는 불만사항 조사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작용 및
안전성 보고
의약품 사용 및 모든 의료적, 준의료적
개입과 관련된 환자 치료 및 안전성 향상
의약품 사용 관련 공중 보건 및 안전 증진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사항을 적시에 전달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장려
약물감시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임상훈련
증진,
대중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촉진
청구서 및 지급 처리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 등 당사와
거래하는 제 3 자에 대한 실사 수행
보고, 감사 및 위험 관리 등 내부 기능
당사의 운영 또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의 유지
고객 기록 또는 회사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개발
내부 기록 보관
모든 필요한 문서, 협약 및/또는 계약의
작성 및 체결
플랫폼의 일반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만사항이 조사되고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 약물감시의 실시 보장, 및/또는
(나) 공중 보건 및 안전 증진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 당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
및/또는
(나) 당사 사업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

데이터 분석 및 시장 조사의 수행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 및 부합하는 경우
평가함으로써 당사 제품 및 서비스
(가) 당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오퍼링의 개발 및 개선
위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광고의 개발, 전시, 측정, 추적(플랫폼
오퍼링 개발, 및/또는
또는 당사, 당사 자회사, 관련회사 및/또는
(나) 플랫폼을 포함한 당사의 제품 및
관계회사, 사업 파트너, 기타 제 3 자의
서비스 오퍼링 이용 시 사용자
제품 및 서비스의 콘텐츠, 조사 및 판촉을
경험의 개선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및 귀하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안 귀하 및 귀하가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
수집
위험 통제, 사기 방지 및 지급 처리의 이행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또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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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IV.

플랫폼에서의 잠재적 위반, 불법 행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또는 금지된 콘텐츠의 방지, 탐지 또는 부합하는 경우
조사
(가) 법적 분쟁, 잠재적 위반, 불법 행위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여하한 계약에
또는 금지된 콘텐츠의 예방 및 조사
명시된 권리의 집행 및 행사
(나) 계약상 권리의 집행, 및/또는
모든 상거래, 당사의 사업 또는 활동의
(다) 규제당국 및 법집행기관에 협조
수행,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적 요건의 준수 및 당사 또는
당사 그룹사에 수시로 적용되는 법률,
규정, 훈령, 법원 명령, 내규, 지침, 회보
또는 강령의 요건에 따른 공개
규제당국 및 법집행기관에 협조
잠재적이거나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영업양도(전부 또는 일부), 사업 매각,
쥴릭파마 사업, 자산 또는 주식의 처분,
인수, 합병, 분할, 합작투자, 양도, 개편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실사
수행 또는 실제 자산 양도를 원활하게 함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및 행사,
세미나, 컨퍼런스, 이니셔티브, 판촉 및
회담에 대한 초대장 발송
귀하의 행사 참여를 포함한 전문적인 행사
및 회의의 준비와 관리
플랫폼, 당사, 당사 자회사, 관련회사
및/또는 관계회사, 사업 파트너 및 기타
제 3 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뉴스와
정보의 홍보 및 전달. 그러한 전달은 당사
또는 제 3 자를 통해 개시될 수 있음
온라인 행동 광고 전달(즉, 귀하의 이전
행동을 바탕으로 귀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귀하에게 광고 및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마케팅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사 사업의 성장 또는 최적화를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당사의 적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거부 또는 미제공의 결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그 성격상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귀하는
그러한 의무 및 강제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

당사가 귀하가 요청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함
귀하를 관련 환자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음

Regional Privacy Policy (Translation for South Korea)
•
•
•
•
V.

할인이나 특별 판촉에 관한 정보 또는 당사의 신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귀하가
원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당사가 플랫폼의 콘텐츠를 귀하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없으며 귀하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즐겁거나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귀하와의 관련 거래를 완료할 수 없음
당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규정, 훈령, 법원 명령, 내규, 지침 및/또는 강령을 준수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공개

당사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귀하가 등록한 환자 프로그램 관련 스폰서의 승인된 인력(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하여 당사
그룹 소속 법인들(향후 설립되는 회사 포함), 라이선시 또는 사업 파트너
당사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파트너십, 합작투자법인, 계약업체,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
하도급업체 또는 귀하의 당사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당사자
당사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업체, 제조업체 및 사업 제휴 파트너
당사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관련 마케팅 허가 보유자
당사가 안전성 문제나 제품 불만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당사의 변호사, 회계사, 감사 및 기타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선임된 재무 또는 전문
자문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의 전문 자문인들
법률에 따라 당사가 공개하도록 강제되거나 요구되는 개인, 정부당국, 법정당국, 산업
규제기관 또는 기타 관련 제 3 자, 또는 당사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 및/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사기, 침해, 해적행위, 조세회피와 탈루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당사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잠재적이거나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영업양도(전부 또는 일부), 사업 매각, 쥴릭파마 사업,
자산 또는 주식의 처분, 인수, 합병, 분할, 합작투자, 양도, 개편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잠재적 인수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상기 목적 또는 기타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공개 목적 또는 상기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목적을 위하여 귀하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기타 당사자

제 3 자는 당사가 명시한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제 3 자는
관련 정보보호법 및 널리 인정되는 업계 표준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VI.

개인정보의 보호

당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변경, 공개, 처리, 그리고 해당 정보의 우발적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기밀성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 및 기술적∙조직적 보안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당사가 시행하는 보안 조치의 일부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

보안 네트워크로 보호되는 시스템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 및 계약상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제 3 자에 한하여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역할 기반 접근통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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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적 취약점 및 공격에 대한 대비를 위해 당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사의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당사의 정보 수집, 저장 및 처리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요구자가 적법한 접근권 또는 변경권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하기 전에
요구자의 신원을 확인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승인된 제 3 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VII.

귀하의 권리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가 당사에 제출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귀하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
•
•
•

당사 기록에 포함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권리
제공된 신규 정보의 검증 및 확인 시 당사 기록에 포함된 귀하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불완전한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청할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하거나,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 또는 한정하거나, 귀하의
개인정보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
당사의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보호당국에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고 그러한 권리가 귀하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제 14 조(연락처)에 기재된 정보로 당사에 서면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기록에 포함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수정 요청 시 당사가 요구하는 관련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청의 성격 및 민감성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귀하에게 해당 문서를 아래 제 14 조(연락처)에 기재된 주소로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제공한 검증 가능한/검증 및 업데이트된 정보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적절하게 정보를 수정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귀하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당사는 법률에서 요구되거나
당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해당 정보를 그와 같이 요구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어떠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활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지만 당사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기 방지 및 탐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귀하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명시된 권리의 행사나 동의의 철회는 각각 관련 법률상 제한, 계약 조건 및 합리적인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는 당사의 사업 운영 및 법적 의무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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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사는 당사에 적용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VIII. 개인정보의 보유
귀하가 당사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상 요구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기간
동안만 보유됩니다.
당사 시스템은 상기 지침에 따라 데이터 삭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명시한 기간 내에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가 더 이상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당사의 시스템 및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 귀하의 정보는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IX.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사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관할지의 당사의 계열회사, 승인된 직원, 대리인 및 제 3 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당사의 정보기술 저장 시설 및 서버가 위치하는 해외
계열회사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지의 정보보호 수준은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정보보호법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개인정보
이전은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X.

기타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링크

플랫폼에는 당사의 파트너 네트워크, 광고주, 환자 프로그램 스폰서 및/또는 기타 제 3 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플랫폼을 떠나 귀하가 선택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재접속됩니다. 당사는 제 3 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 3 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해당 제 3 자가 당사와 동일한
정보보호 관행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의 소셜 미디어 로그인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설정에 따라 귀하는 당사에게 귀하의 프로필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하의 개인정보가 공유 및 이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XI.

마케팅 및 판촉

당사는 당사(즉, 당사의 자회사, 관련회사 및/또는 관계회사), 사업 파트너, 스폰서 및/또는
광고주의 제품, 서비스, 행사, 세미나, 컨퍼런스, 이니셔티브, 판촉 및 회담을 마케팅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당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우편, 전화,
이메일,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소셜 미디어 및/또는 기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그러한 마케팅을 귀하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및 판촉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수령하는 관련 이메일 또는 메시지에서 "구독 해지"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제 14 조(연락처)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독 해지 요청을 수령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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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최대 14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당사로부터 주문 또는 기타 거래 확인서 및
기타 중요한 비마케팅 관련 공지와 같은 관리상의 전달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XII.

언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영문본과 현지 언어본이 상이한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XIII.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쥴릭파마는 언제든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 업데이트 및/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을 플랫폼 및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합리적 기간 동안 게시하여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이
전달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플랫폼의 어느 한 곳에 게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특히 당사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본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후 플랫폼에 대한 귀하의 지속적인 접근
또는 이용 및/또는 귀하의 당사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수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관행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귀하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며, 제 7 조(귀하의 권리) 및 제 14 조(연락처)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XIV. 연락처
참고로 아래 표에 기재된 정보처리자는 당사가 활동하는 국가의 주요 정보처리자입니다. 단,
사용한 서비스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거나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 웹사이트의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귀하의 문의를 접수한 후 해당 정보처리자에게
연걸될 것 입니다.
국가
브루나이

정보처리자
Zuellig Pharma (B) Sdn Bhd
Unit 5, Lot 29996, Simpang 607,
Kg Beribi, Jalan Gadong,
Bandar Seri Begawan BE1118,
Brunei Darussalam

캄보디아

Zuellig Pharma Ltd
#266 St. Lum Group 4, Phum Ruong,
Chak Sankat Phnom Penh Thmey,
Phnom Penh, Cambodia

홍콩

Zuellig Pharma Limited
Suite 608, 6/F., Devon House,
Taikoo Place,
Quarry Bay, Hong Kong

인도

Zuellig Pharma Specialty Solutions (India) Private Limited
35 Chandivali, Off Saki Vihar Road,

Regional Privacy Policy (Translation for South Korea)
Andheri (E),
Mumbai, 400072
인도네시아

PT Anugerah Pharmindo Lestari
Cowell Tower 12th Floor,
Jl. Senen Raya No. 135,
Jakarta 10410, Indonesia

마카오

Agencia Lei Va Hong Lda.
Rua Doca Dos Holandeses 75,
Ind. Chong Fong,
Fase A, 14/F, A/B

말레이시아

Zuellig Pharma Sdn Bhd
No. 15 Persiaran Pasak Bumi,
Seksyen U8,
Perindustrian Bukit Jelutong,
4015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미얀마

Zuellig Pharma Services Ltd.
Room 203, Building C, University Avenue Condo,
New University Avenue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11201

필리핀

Zuellig Pharma Corporation
Km. 14 West Service Road South Superhighway cor Edison Ave.
Brgy. Sun Valley, Paranaque City,
Philippines
Interpharma Solutions Philippines, Inc.
Km. 14 West Service Road South Superhighway cor Edison Ave.
Brgy. Sun Valley, Paranaque City,
Philippines
Metro Drug Inc.
Sta. Rosa Estate, Brgy. Macabling,
Sta. Rosa, Laguna,
Philippines

싱가포르

Zuellig Pharma Pte Ltd / Zuellig Pharma Specialty Solutions Group Pte Ltd
15 Changi North Way
#01-01
Singapore 498770

대한민국

Zuellig Pharma Korea Ltd.
3F,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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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대만

Zuellig Pharma Inc.
10F, 126 Nanking E. RD. SEC 4,
Taipei, Taiwan

태국

Zuellig Pharma Limited
8-9/F Ploenchit Center, 2 Sukhumvit Rd.,
Kwaeng Klongtoey, Khet Klongtoey,
Bangkok 10110

베트남

Zuellig Pharma Viet Nam Ltd
Lot B3, Industrial Road #4 Street,
SaiDong B Industrial Zone, Long Bien Dist.,
Ha Noi, Viet 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