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08.2020   

개인 정보 보호 통지 

 

Siemens Healthineers는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시합니다. 다음 개인 정보 보호 통지는 Siemens 

Healthiners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Siemens Healthiners 가 

설명한 대로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보고서를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시스템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 정보, 특히 귀하의 이름을 당사에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알면 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Siemens Healthcare GmbH, Henkestr. Siemens Healthcare GmbH, Henkestr. 127, 91052 Erlangen, 

Germany("Siemens Healthineers")는 이 웹 사이트("공지 사항(Let Us Know)") 및 그 하위 사이트 사용 시, 

본 개인 정보 보호 통지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 관리자로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범주, 처리 목적 및 법적 근거 

 

Siemens Healthineers는 귀하에 대한 다음 범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 

•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컨텐츠 정보. 

 

Siemens Healthineers는 다음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규정 위반의 특정한 징후 보고 및 내부 및 외부 조사 수행 목적.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Siemens Healthineers가 적용받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6조 1항 c목(Art. 6 para. 1 lit. c of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법적 의무 준수. 

• Siemens Healthineers의 합리적인 이익 보호(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6조 1항 f목) Siemens 

Healthineers의 합리적인 이익은 규정 위반을 감지하고 내부 및 외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 귀하의 동의(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6조 1항 a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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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이 웹 사이트에서는 필요한 쿠키만 사용합니다. 웹 사이트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쿠키가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장치를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장치에서 모든 쿠키를 지우거나, 모든 쿠키를 

차단하거나, 쿠키가 저장되기 전에 경고를 받도록 브라우저 환경을 설정하십시오. 쿠키 없이는 "Let Us 

Know"의 특정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개인 정보의 수신자 및 전송 

 

위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Siemens Healthineers는 계열사 및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음 수신자에게 공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기타 Siemens Healthineers 또는 Siemens 계열사.  

• Siemens Healthineers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예 : IT 

유지 보수 활동, 문의 처리, 사용자 ID 관리, 서버 호스팅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체). 

• 해당 법률을 준수하거나 법적 청구를 주장, 행사 또는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원, 중재 재판소, 공공 

기관 또는 법률 고문. 

• 조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기타 당사자. 

 

글로벌 기업인 Siemens Healthineers는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외부 국가('제 3 

국')에도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제 3 국에서 가능한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 3 국은 

관련 법률이 EEA 내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수신자가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해당 제3국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한다는 취지의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Siemens Healthineers는 GDPR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를 적절히 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 3 국의 

외부 수신자에게 전송됩니다.  

 

i. Siemens Healthineers와 EU 표준 정보 보호 조항 을 체결한 경우  

ii.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을 도입한 경우   

 

각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EU 표준 정보 보호 조항:  :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transfers-

outside-eu/model-contracts-transfer-personal-data-third-countries_en 

-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transfers-

outside-eu/binding-corporate-rul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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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구현된 조치의 사본은 Siemens Healthineers 정보 프라이버시 조직(Data Privacy 

Organization)에 요청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Siemens Healthineers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발견된 결점의 개선 및 후속 소송 처리를 포함한 이행 보고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귀하가 제공한 개인 정보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 규정 또는 계약의 의무에 

의해 기록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더 오랜 기간 보존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즉시 또는 귀하가 처리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처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거나 더 우선시 되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을 때 삭제됩니다. 

Siemens Healthineers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나 법적 청구의 규명,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Siemens Healthineers는 법적 의무가 이행되거나 법적 주장이 

제기될 때까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저장합니다. 

 

귀하의 권리 

 

EU / EEA에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는 각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Siemens Healthineers가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 경우 

Siemens Healthineers에서 처리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 Siemens Healthineers에서 처리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 Siemens Healthineers가 처리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Siemens Healthineers에서 삭제합니다. 

• Siemens Healthineers가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를 제한합니다.  

•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Siemens Healthineers에 제공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얻거나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른 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 Siemens Healthineers에 의한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반대하고, 귀하의 특정 상황을 근거로 합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이행되는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를 반대합니다. 

 

귀하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동의 철회를 언제든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철회가 철회 이전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회 후 Siemens Healthineers는 

Siemens Healthineers가 다른 법적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http://www.bkms-system.net/SHS-DP에서 Siemens Healthineers 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Siemens Healthineers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직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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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정보 보호 책임자 

 

Siemens Healthineers의 정보 보호 책임자와 Siemens Healthineers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직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질문과 질문, 의견, 우려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보 보호 

책임자와 Siemens Healthineers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직은 dataprivacy.func@siemens-

healthineers.com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Siemens Healthineers 정보 보호 책임자와 Siemens Healthineers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직은 귀하의 

요청이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Siemens Healthineers의 

정보 보호 책임자 및 Siemens Healthineers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직에 연락하는 것 외에도 언제든지 관할 

정보 보호 감독 기관에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