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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정책
최종 업데이트: 2014 년 8 월 27 일

약속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귀하가 본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다이맥스가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통지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 식별 정보가 요청되는 모든 곳에서 본 내용이 제공됩니다.
다이맥스는 언제든지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해서 새로운 사항을 숙지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통지서는 다이맥스 웹사이트에서 수집되거나 제출된 모든 정보에 적용됩니다. 일부 페이지에서는 제품을 주문하고,
요청하고, 재료를 수신하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름
주소
회사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요청 사항과 관련된 기타 정보
귀하를 식별하는 정보
다이맥스는 귀하가 등록하거나, 다이맥스에 연락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디지털 재산 및 자산의 공개 영역에
의견을 게시하고 상호 작용하거나, 이메일 광고물에 응답하거나, 웨비나 또는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상호 대면식
행사에 참석할 떼 제공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다이맥스에 등록하시면 프로필을 작성해 드립니다. 다이맥스는 귀하의 등록 또는 가입, 귀하가 참석한 이벤트, 엑세스한
컨텐츠 등과 같이 당사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입니다.
다이맥스의 정보 처리 방법
귀하가 다이맥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귀하가 요청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가
제품을 주문하거나 후속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귀하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귀하의 연락처
정보는 공인 다이맥스 영업 파트너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이맥스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 3 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기술 데이터는 일반적인 성격이며 연구실 테스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이맥스는 본 공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품, 제품의 적용 및 사용에 적용되는 보증은 다이맥스 표준 판매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다이맥스는 사용자가 얻은 테스트 또는 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 적용 및 목적의 적절성과 사용자의 의도된 제조 장비 및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는 적절하게 권고되거나 재산 및 개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따르고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통신문의 어떠한 사항도 제품의 사용 또는 적용이 다이맥스 이외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다이맥스 특허에 따른 사용권을 허용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이맥스는 사용자가
실제적인 반복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본 통신문에 있는 데이터를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하여 의도된 사용 및 적용을 적절히 테스트하도록 권장합니다.

Dymax Corporation
860.482.1010
info@dymax.com
www.dymax.com

Dymax Oligomers &Coatings
860.626.7006
oligomers&coatings@dymax.com
www.dymax-oc.com

Dymax Europe GmbH
+49 (0) 611.962.7900
info_de@dymax.com
www.dymax.de

Dymax UV Adhesives &
Equipment (Shenzhen) Co Ltd
+86.755.83485759
dymaxasia@dymax.com
www.dymax.com.cn

Dymax UV Adhesives &
Equipment (Shanghai) Co Ltd
+86.21.37285759
dymaxasia@dymax.com
www.dymax.com.cn

Dymax Asia (H.K.)
Limited
+852.2460.7038
dymaxasia@dymax.com
www.dymax.com.cn

Dymax Korea LLC
82.2.784.3434
info@dymax.kr
www.dymax.com.kr

또한, 귀하의 정보는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기록 보관 목적



다이맥스 웹사이트의 개선 및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 수집



다이맥스 계간지 Light Lines e-뉴스레터의 이메일 발송(옵트인 전용)



트래픽 및 웹사이트 활동을 모니터하는 웹사이트 분석

쿠키 사용 방법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도록 승인을 요구하는 작은 파일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파일이
추가되고 쿠키는 웹 트래픽를 분석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시점에 대해 알려줍니다. 쿠키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귀하에게 개인으로 응답하도록 허용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귀하의 선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기억함으로써 귀하의 필요 사항, 좋아하는 사항 및 싫어하는 사항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이맥스는 트래픽-로그 쿠키를 사용해서 사용 중인 페이지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웹 페이지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사용자 정의함으로써 다이맥스 웹사이트를 개선합니다. 다이맥스는 이러한 정보를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전반적으로, 쿠키는 귀하에게 유용한 페이지와 유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하에게 개선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귀하가 다이맥스와 공유하기로 선택한 데이터를 제외하면,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할 권한을 다이맥스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쿠키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쿠키를 자동으로 승인하지만,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하는
경우에 브라우저 설정을 수정해서 쿠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키를 거절하면 웹사이트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이맥스는 귀하가 다이맥스에 온라인으로 제공한 개인 식별 정보를 상기에 설명된 것과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귀하에게
이러한 관련 없는 사용을 옵트아웃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금지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하는 방법
다이맥스는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방문 수, 페이지 뷰, 웹사이트에서 보낸 시간, 페이지 중단 비율, 바운스
비율, 트래픽 소스, 새 방문객 %, 그리고 변환 비율 등을 모니터합니다. 다이맥스는 정보를 사용해서 방문객을 개인적으로
식별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Google Analytics 설정은 IP 주소를 줄여서 IP 주소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귀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거절하는 경우,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de 링크로
이동해서 옵트아웃하십시오.
연락 방법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기타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860-482-1010 번으로 전화하거나
info@dym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