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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z Group 계열사에 대한 공정 정보 고지 
 

귀하가 Merz 계열사 (“Merz”)와 사업을 할 때,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당사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erz 는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 및 의료 기기 

제공뿐 아니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그러한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공정 정보 고지(“FIN”)는 Merz 에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 보호, 삭제하고 

때로 이전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 귀하가 당사와 공유하거나 당사가 귀하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MERZ 에게 

있습니다. 
 

Merz 는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Merz 의 계열사 위치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rz 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도시를 보려면, 지역을 클릭하고 "모든 

도시" 바를 스크롤하면 됩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관리자는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Merz 의 지사입니다.  
 
Merz 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2016/67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 규정 

및 EU 회원국 법률에 따른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란 회사에 대한 법률 용어로써, 이 경우 

Merz 는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수단을 결정합니다. C 절 

하단의 차트에서,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내 어떤 Merz 계열사가 관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외 국가는 "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법적 요건이 Merz 에 부여될 것입니다.  
 
B.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유 

 
대부분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 정당한 사유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다음과 같은 특정 사업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판매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2)  귀하와 Merz 간의 합의 또는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3) 당사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후, 귀하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4) 법률(예: 국가 의약품 안전 보고)을 준수하기 위해  

(5) 중요한 관심 정보(예: 건강)를 보호하기 위해 

(6) 공익(예: 의약품 안전 모니터링)을 보호하기 위해 

(7)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예: 광고, 마케팅 자료, 뉴스레터)를 처리하는 데 정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https://www.merz.com/
https://www.merz.com/about-merz/locations/?merz_location_country=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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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z 는 세계 최고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제조, 판매합니다.  당사는 때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의료 전문인, 약사, 환자 및 소비자에게 마케팅 및 광고 자료를 통해 당사의 제품을 

알립니다. 귀하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이익 

또는 귀하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한 당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사는 이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Merz 가 GDPR 의 조항 6(1), "문장 1(f)"에 따라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토대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GDPR 의 조항 

21 에 의거).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보다 우선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나 법적 청구권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강력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와 귀하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보다 우선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나 

법적 청구권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당사의 다이렉트 마케팅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존중하여 그러한 마케팅을 중단할 것입니다. 
 
Merz 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와 관련하여 GDPR 및 모든 유럽연합 및 회원 국가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Merz 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국가에서 현지 및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C. 귀하와 MERZ 와의 관계는 당사가 처리하는 귀하의 정보의 양과 유형을 결정합니다. 
 

귀하가 Merz 와 공유하거나 Merz 가 귀하에 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유형은 귀하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당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Merz 와의 상호 작용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귀하가 여러 방식으로 당사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귀하와 Merz 와의 관계와 관련된 각 항목을 검토하십시오. 
 
이 FIN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아래 이메일을 통해 Merz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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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Merz 법인/관리자 지역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아르헨티나 https://www.merzpharma.com.ar/  compliance_ar@merz.com 

호주 https://merzaustralia.com.au/  Privacy_Australia@merz.com 

오스트리아 https://www.merz.co.at/ datenschutzbeauftragter@merz.co.at 

벨기에 https://www.merzpharma.be/ dpobenelux@merz.com 

브라질 https://www.merz.com/br/ dataprivacybrasil@merz.com 

캐나다 http://www.merzcanada.com dataprivacy@merz.com 

콜롬비아 https://www.merz.com/co/acerca-de-
erz/localizaciones/ 

dataprivacycolombia@merz.com 

프랑스  http://www.merz-aesthetics.fr/  Dataprotection.france@merz.com 

독일 https://www.merz.com/de/  datenschutz@merz.de; 
dataprotection@merz.de  

홍콩 https://www.merz.com.hk/ privacyhk@merz.com 

이탈리아 https://www.merz.it/  info@merz.it 

대한민국 http://merz.co.kr/  Dataprivacy_KR@merz.com 

룩셈부르크 https://www.merzpharma.be/  dpobenelux@merz.com 

멕시코 https://www.merz.com/mx/ Proteccion.datos@merz.com 

네덜란드 https://www.merzpharma.nl/  dpobenelux@merz.com 

뉴질랜드* https://www.nzms.co.nz/  Privacy_Australia.com 

포르투갈 https://www.merz.com/pt/produtos/ Informacion.cliente@merz.com 

러시아  https://merz.ru/  dataprivacy_ru@merz.ru 

싱가포르/아시아 태평양 https://www.merz.com/about-
merz/locations/?merz_location_country=asia-
pacific/ 

privacysg@merz.com 

스페인 https://www.merz.com/es/  Informacion.cliente@merz.com 

스위스 (Anteis 제외) https://merz.ch/  data-protection@merz.ch 

스위스 Anteis www.anteis.com  Anteis.dataprivacy@merz.com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https://www.merzaesthetics.com/merz-
aesthetics/ 

privacymiddleeast@merz.com  

영국 https://merzpharma.co.uk/ dataprotectionUK@merz.com 

미국 https://www.merzusa.com/  dataprivacy@merz.com 

 
D. MERZ 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방법 

 

https://www.merzpharma.com.ar/
mailto:compliance_ar@merz.com
https://merzaustralia.com.au/privacy-policy/
mailto:Privacy_Australia@merz.com
https://www.merz.co.at/
mailto:datenschutzbeauftragter@merz.co.at
https://www.merzpharma.be/
mailto:dpobenelux@merz.com
mailto:dataprivacybrasil@merz.com
http://www.merzcanada.com/en/privacy_policy.html
mailto:dataprivacy@merz.com
mailto:dataprivacycolombia@merz.com
http://www.merz-aesthetics.fr/
mailto:Dataprotection.france@merz.com
https://www.merz.com/de/datenschutz/
mailto:datenschutz@merz.de
mailto:dataprotection@merz.de
mailto:privacyhk@merz.com
https://www.merz.it/
mailto:info@merz.it
http://merz.co.kr/merz-privacy-policy/
https://www.merzpharma.be/merzpharma-politique-de-confidentialite.html
mailto:dpobenelux@merz.com
https://www.merzpharma.nl/merzpharma-privacybeleid.html
mailto:dpobenelux@merz.com
https://www.nzms.co.nz/privacy-statement/
mailto:Informacion.cliente@merz.com
https://merz.ru/privacy-policy/
mailto:dataprivacy_ru@merz.ru
mailto:privacysg@merz.com
https://www.merz.com/es/politica-de-privacidad/
mailto:Informacion.cliente@merz.com
https://merz.ch/datenschutz/
mailto:data-protection@merz.ch
http://www.anteis.com/
mailto:Anteis.dataprivacy@merz.com
mailto:privacymiddleeast@merz.com
https://merzpharma.co.uk/
mailto:dataprotectionUK@merz.com
https://www.merzusa.com/privacy-policy/
mailto:dataprivacy@mer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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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절에서는 귀하가 특정 방법으로 Merz 에 참여할 때 당사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려면 Merz 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절로 스크롤하여 

이동하십시오. 
 

1. 본인은 Merz 기업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했습니다). 
 

Merz 는 전 세계에 수많은 웹사이트를 게시합니다. 대부분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Merz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지 또는 지역 웹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Merz 계열사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유지합니다.  
 

각 웹 페이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해당 웹 페이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관해 가장 잘 설명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FIN 과 귀하가 보고 있는 웹 페이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웹사이트 자체의 정책 및 고지가 우선합니다. 
 
대부분의 Merz 웹사이트에 공통적인 몇 가지 일반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귀하가 Merz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당사 서버는 귀하가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의 유형과 버전, 귀하가 

액세스하는 Merz 웹사이트 및 하위 웹 사이트, 액세스 날짜 및 시간, 귀하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포함하여 귀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Merz 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귀하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 및 수정하고, 당사의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의 익명 양식을 통해 사이트 통계를 

분석하여 웹사이트의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및 콘텐츠를 개선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는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 3 자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파트너사가 귀하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파트너사에 당사의 지침 및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고객, 환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a. 공급업체/공급업체 찾기 서비스 
 

i. 본인은 헬스케어 공급업체("HCP")입니다 
 

잠재적인 환자가 Merz 제품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공급업체 또는 주변의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당사의 제품 관련 웹사이트 중 일부는 환자가 자신의 우편번호 및 기타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공급업체 찾기"). 귀하가 헬스케어 공급업체이고 공급업체 찾기에 

참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당사는 귀사의 정보를 처리하여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Merz 제품을 사용하는 방문자가 사이트에서 가까운 의료 공급업체를 검색하면 귀하의 

이름, 진료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귀하가 제공하는 Merz 제품군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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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또한 공급업체 찾기에서 진료소 목록에 있는 "추가 정보 요청"을 클릭하고 요청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진료소에서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계약(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이행 또는 (다른 모든 경우)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HCP 정보를 

제공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ii. 본인은 환자 또는 소비자입니다 
 

Merz 의 웹사이트에서 공급업체 찾기를 이용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인 경우, 당사는 귀하의 

지역에서 Merz 제품을 취급하는 헬스케어 종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귀하가 제공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추가 정보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귀하가 웹 

양식에 제공한 정보(예: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가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는 선택된 의료 공급업체로 보내질 것입니다. Merz 는 이 정보를 처리하여 귀하를 

Merz 제품을 취급하는 의료 공급업체와 연결해 줍니다. 본 정보 처리에 대한 Merz 의 법적 근거는 

환자가 Merz 제품을 제공하는 의사를 찾도록 돕거나 (귀하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당사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Merz 가 공급업체 찾기에서 Google Maps 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1(e)절을 

참조하십시오. 

공급업체 찾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공급업체 찾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더 이상 공급업체 찾기 기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헬스케어 

공급업체인 경우, 상단 C 절에 나와 있는 해당 국가 목록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b. 본인은 의료 전문인이며 Merz 웹사이트의 액세스 제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Merz 웹사이트의 일부 영역은 의료 전문인에게만 국한되며 등록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의 

제한된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의료 전문인의 경우, 이름, 진료소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실제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Merz 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며 인증된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또한, 

Merz 는 이 정보를 처리하여 계약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동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귀하의 

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마케팅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판매 및 마케팅 목적으로 

EU/EEA 내외부의 다른 Merz 계열사와 등록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설명된 대로 Merz 가 귀하에게 

광고물을 보내도록 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Merz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기 이전의 동의에 근거한 처리의 적법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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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유럽의 거주자이고 귀하의 개인정보가 EU/EEA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Merz 는 아래 E 절 및 

G 절에 설명된 조치를 사용하여 합법적인 이전을 보장합니다. 

 
c. 당사가 쿠키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Merz 웹사이트는 쿠키 데이터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 경험을 단순화하고 향상합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서버에 저장되어 Merz 시스템과 설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쿠키는 일반적으로 쿠키 데이터가 전송된 도메인의 이름, 쿠키의 나이에 대한 정보 및 

영숫자 식별자를 포함합니다.  

귀하가 Merz 웹사이트에서 암호로 보호된 영역(예: Merz 구인란 웹사이트)을 방문하면 세션 

쿠키가 방문 기간 동안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Merz 는 웹사이트의 암호로 보호된 영역에서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함으로써 사용자는 더욱더 간편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각 영역에 별도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암호로 보호된 전체 영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사용자가 Merz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관심 있는 특정 영역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Merz 는 이 정보를 통해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쿠키에 저장된 정보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거나 귀하에 

관해 저장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는 웹사이트의 관련성과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통합 쿠키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쿠키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는 웹사이트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 사용을 비활성화함으로써 쿠키 전송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미 저장된 쿠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Merz 

웹사이트의 쿠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d. 당사가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하는 방식 
 

당사는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서비스의 공급업체는 EU-

U.S.개인정보 보호 센터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입니다. Google Analytics 는 익명 또는 절단 처리된 개인정보를 미국 내 Google 서버로 

전송하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Google Analytics 쿠키로 생성된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의 

사용 경험을 평가하고 웹사이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당사가 웹사이트 활동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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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및 스위스의 Merz 웹사이트에서는 "IP 익명화" 코드를 추가하여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합니다. 즉, Google Analytics 쿠키로 수집된 사용자 IP 주소는 미국으로 전송되기 

전에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에서 절단 처리되기 때문에, Google 은 

사용자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장치 또는 위치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체 IP 주소가 미국의 Google 서버로 전송된 후에 Google 서버에서 절단 처리됩니다. 

Google Analytics 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Merz 의 정당한 관심이며, 이는 웹사이트의 

효율성, 도달 범위 및 유용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oogle 의 정보 보호 관행 및 사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Googl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google.com/analytics/terms/us.html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  
 

다음 링크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Google 이 귀하의 웹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쿠키 생성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de) 
또한,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 전송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쿠키를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설정하면 언제든지 이미 저장된 

쿠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Merz 에서 사용하는 쿠키는 허용하지만 Merz 의 서비스 공급업체 및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쿠키는 허용하지 않으려면 브라우저에서 "제 3 자 쿠키만 차단"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당사가 Google Maps 를 사용하는 방식 
 

일부 Merz 웹사이트는 Google Maps API 를 사용하여, 즉 사용자의 위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추가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Merz 회사 및 의료 전문가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Merz 웹사이트에서 Google Maps 에 액세스하는 경우, 시스템 액세스와 관련된 기술 

데이터(예: 우편번호 또는 IP 주소)가 EU-U.S.개인정보 보호 센터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의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Google Maps 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Merz 웹사이트에서 통합 Google Maps 기능을 사용하거나 의료 

전문가 찾기 도구에 주소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f. 당사가 Google Fonts 를 사용하는 방식 

 
일부 Merz 웹사이트는 웹 페이지의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 EU-U.S.개인정보 보호 센터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의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글꼴("Google 

https://www.google.com/analytics/terms/us.html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de


10 
 

Fonts")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Merz 의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면 액세스하는 귀하의 시스템과 

관련된 익명의 기술 데이터가 Google 로 전송되어 하루 동안 캐시로 저장됩니다. 일부 유럽 

계열사의 경우, Google Fonts 를 사용할 때 Google 에 정보를 보내지 않고 대신 Merz 서버에서 

글꼴을 업로드합니다. Google Fonts 를 사용하는 것은 Merz 의 정당한 관심이며, 이는 글꼴을 

검색할 때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 당사가 reCAPTCHA 를 사용하는 방식 
 

귀하가 웹사이트의 양식에 제공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Merz 웹사이트는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 의 "reCAPTCHA"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간이 입력하는 정보와 자동화된 기계("봇")가 입력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아는 한, reCAPTCHA 는 귀하의 URL, IP 주소, 웹사이트 활동, 운영 체제, 브라우저, 방문 시간, 

쿠키, 표시 지침 및 스크립트를 처리합니다. reCAPTCHA 는 상자를 체크 표시하는 마우스 동작도 

캡처합니다. 이 정보는 봇이 웹 양식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Google 에 전송됩니다. reCAPTCHA 를 

사용하는 것은 Merz 의 정당한 관심이며, 이는 봇이 웹사이트 양식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CAPTCHA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는 Google 의 이용 약관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에 따라 사용됩니다. 
 

h. 당사가 Google AdWords 및 Conversion-Tracking 을 사용하는 방식 
 
일부 Merz 웹사이트는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에 

위치한 Google 분석 서비스인 Google AdWords 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Google AdWords 를 사용하여 

귀하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Google 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읽은 콘텐츠,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에 대한 기술 정보, 참조 웹 사이트, 방문 시간 및 

기타 온라인 사용 정보를 추적하는 데이터 쿠키 또는 웹 비콘을 사용합니다.  
 
Merz 는 Google 로부터 웹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개별 "변환 쿠키"를 수신합니다. Merz 가 변환 

쿠키를 통해 얻은 정보는 Google 이 당사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당사에 대한 집합적인 

익명 변환 통계 자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사는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Google 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Google 은 귀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고유한 ID 코드를 사용하여 처리하여 익명의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즉, 쿠키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Google 은 식별된 사용자에게 광고를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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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지 않고 쿠키 소유자에게만 광고를 표시합니다. Google 이 이러한 가명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관해 수집된 정보는 Google 에 전송되어 미국의 Google 서버에 저장됩니다. 

Google AdWords 를 사용하는 것은 Merz 의 정당한 관심이며, 이는 온라인 광고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oogle 의 정보 사용 및 광고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의 광고 도움말 센터 

(https://support.google.com/ads/answer/2662922?hl=en) 와 Google 의 광고 설정 

(https://adssettings.google.com) 을 참조하십시오. 
 

i. 당사가 YouTube 동영상을 사용하는 방식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YouTube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YouTube 는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erz 는 YouTube 의 고급 정보 

보호 설정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통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액세스한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데이터(예: 시청한 동영상에 관한 정보)는 동영상을 클릭한 경우에만 Google 로 전송됩니다. 

YouTube 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Merz 의 정당한 관심이며, 이는 당사가 사용자에게 

관련 비즈니스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Merz 웹사이트에 통합된 YouTube 동영상을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귀하의 정보가 Google 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j. 당사가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식 
 

일부 Merz 웹사이트에서는 Facebook, Twitter, Google 및 Instagram 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므로 소셜 미디어에서 Merz 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온라인에 표시된 귀하의 생활 및 관심사와 더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은 해당 플러그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로고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의 경우, 로고 외에도 '좋아요' 및 '공유' 버튼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Merz 가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귀하가 소셜 미디어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을 클릭하면 귀하의 IP 주소 및 기타 활동이 소셜 미디어 공급업체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서는 두 번 클릭하는 방법 및/또는 “Shariff”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합니다. 이 세 나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귀하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로그오프함으로써 귀하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공급업체는 플러그인으로 얻은 정보와 

해당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한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에서 설명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ads/answer/2662922?hl=en
https://adssettings.google.com/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Sh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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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about/privacy  
• https://twitter.com/en/privacy 
•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 
• https://privacy.xing.com/en/privacy-policy  
• https://www.whatsapp.com/legal?eea=1#privacy-policy  
• https://help.instagram.com/402411646841720  
 

플러그인 공급업체의 개별 웹사이트(위 링크 참조)에 제공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귀하의 

정보가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 공급업체에게 전송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헬스케어 제공업체, 의료 보조인 또는 약사로서 Merz 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헬스케어 전문인, 특히 의사 또는 약사인 경우, 

귀하가 처방자, 의료 보조인 또는 컨설턴트로서 Merz 에 연락하면, 당사는 귀하에 관한 다음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 귀하의 이름, 직함, 상호명 및 Merz 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이름 

• 귀하의 의사 면허 또는 약사 면허 번호 

• 귀하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귀하가 주문한 Merz 제품 

• 결제 정보 

• 판매팀에서 영업 전화를 통해 수집한 정보 

• Merz 제품에 대해 귀하가 요청한 의료 정보 내용  

• 귀하가 신고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나 기술 품질 문제에 대한 내용 

• 당사로부터 받은 교육에 관한 정보  

• 귀하가 참석하는 Merz 후원 행사와 관련된 정보 

•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투명성 보고에 필요한 정보 

• Merz 제품의 실제 사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업계 신문 또는 기타 매체의 간행물 
 

당사는 귀하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 또는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때때로 귀하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진료소 또는 약국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환자가 Merz 제품을 

구매하거나 Merz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 또는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당사는 마케팅 및 광고 자료와 

Merz 의 판촉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하는 상단 C 절의 차트에 기재된 해당 

국가의 Merz 정보보호 책임자에 연락하여 불이익 없이, 그리고 철회 이전의 동의에 기반한 처리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about/privacy
https://twitter.com/en/privacy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
https://privacy.xing.com/en/privacy-policy
https://www.whatsapp.com/legal?eea=1#privacy-policy
https://help.instagram.com/4024116468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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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z 는 때때로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잠재적인 Merz 고객에 대한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의료 면허 정보를 수신합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처리하여 귀하가 합법적으로 당사 제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공인 의료 전문인임을 확인하고 당사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제공업체를 식별합니다.  
 
귀하가 Merz 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임상시험 책임자인 경우, 당사는 

귀하가 연구 활동 과정에서 기록한 정보 외에도 귀하의 이력서에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조사 연구의 맥락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Merz 와의 연구 관련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가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귀하가 임상시험 책임자로 참여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 문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정부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며, 

이때 해당 정부 기관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Merz 가 유럽 연합 / 유럽 경제 구역 밖에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아래 섹션 E 및 G 를 참조하십시오.  
 

3. 본인은 헬스케어 제공업체, 의료 보조인 또는 약사로서 Merz 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합니다(했습니다). 
 

Merz 는 귀하가 행사 참가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거나 숙박 시설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행사 참가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명시하고, Merz 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당사는 귀하에게 Merz 와의 컨설팅 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 계약서는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Merz 와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경우에 따라 Merz 는 여행사 및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귀하가 행사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참가하도록 보장합니다. Merz 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들 파트너사에 

전송할 때는 당사 행사에 귀하가 안전하게 참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파트너사는 Merz 와 파트너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의 지침과 모든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약 이행입니다. 
 
귀하가 Merz 가 후원하는 의료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체결한 동의 조항은 Merz 가 동의서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규율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하는 상단 C 절에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보보호 책임자에 연락하여 불이익 없이, 그리고 철회 이전의 동의에 기반한 처리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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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국가의 투명성 법률 또는 "선샤인법", 수출 또는 자금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 의료 보조인, 유통업체 또는 약사입니다. 
 

Merz 는 또한 의약 분야에 적용되는 투명성 및 보고 의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환자가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당사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신고한 경우, 당사는 해당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것입니다. 당사가 그러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는 또한 불만 사항과 

관련된 가명 개인정보를 의약 및 의료 기기 관련 규제 당국에 전달합니다. 필요한 경우, Merz 는 

또한 법이 정한 투명성 요건의 준수 목적으로 Merz 가 귀하에게 제공한 혜택(예: 컨퍼런스 또는 

그와 유사한 행사에서)과 수출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보고를 위해 귀하의 정보를 취급할 

것입니다.  
 

5. 본인은 Merz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Merz 의 서면 혹은 전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Merz 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예: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뉴스레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Merz 와 

관련한 판촉물의 전송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귀하는 뉴스레터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Merz 

뉴스레터의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뉴스레터의 구독 취소는 구독 취소 일자 전에 

발생한 귀하의 연락처 정보 처리에 대한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erz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레터 구독을 등록한 경우, Merz 는 웹사이트 시스템 액세스에 사용된 

기기의 IP 주소, 등록 일자 및 시간, 이메일 검증 일자 및 시간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에 대한 잠재적인 오용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의 전자 뉴스레터는 종종 "웹 비콘"을 포함합니다. 웹 비콘은 HTML 형식의 이메일에 포함된 

소형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포함된 이 웹 비콘을 통해 Merz 는 수신자가 뉴스레터를 읽었는지 

여부와 그 시간을 확인하며, 뉴스레터에서 수신자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웹 

비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목적 하에 익명으로 저장 및 처리됩니다. 해당 통계 자료는 

뉴스레터의 전송 절차를 최적화하고, 수신자의 관심사에 맞도록 향후 뉴스레터의 내용을 관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뉴스레터를 전송하는 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행 파트너사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행 파트너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귀하의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해당 처리자가 EU 또는 EEA 지역 외에 위치하는 경우, 

당사는 하단의 E 절과 G 절에 명시된 해외 이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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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은 HCP 로서 "My Merz Porta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포털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등록 후 온라인 My Merz Portal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귀하에게 본 제한된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Merz 는 귀하의 성명, 

사용자명, 암호, 의료기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My Merz Portal 은 싱글 사인온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가 포털에서 특정 영역을 떠나 다른 영역을 탐색할 때마다 (예: 디지털 마케팅 

자산에서 셀프 서비스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 매번 재인증을 하지 않고도 포탈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싱글 사인온 기능을 사용하려면, 귀하는 쿠키 고지 배너에서 

쿠키 사용을 승인한다는 “허용” 버튼을 클릭하여 쿠키를 허용해야 합니다. Merz 의 다른 

웹사이트와 같이, 쿠키는 귀하의 웹페이지 경험을 단순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쿠키는 귀하가 Merz 와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가 기능하는 데 필요합니다. 귀하는 

My Merz Portal 계정 설정에 로그인하여 해당 설정을 비활성화함으로써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쿠키, 기타 기술적 도구 및 플러그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상단의 D 절 (1)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Merz Portal 에는 Merz 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귀하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귀하의 확정적인 동의(opt-in)를 구하는 여러 모듈이 있습니다. 각 모듈에 대한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각 동의에 대한 특정 용어는 그러한 기능과 연관된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대한 가장 적절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7. 본인은 HCP 로서 Merz Merz Institute of Advanced Aesthetics (“MIAA”)의 연수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Merz Institute of Advanced Aesthetics 웹사이트의 온라인 인증 연수 자료를 사용하는 등록된 

헬스케어 제공업체 또는 약사인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www.merz-institute.com)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약 

이행입니다.  
 
귀하는 또한 계정 설정 시, 특정 Merz 서비스 사용에 동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Merz 뉴스, 당사의 제품, 서비스 및 시장 리서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Merz 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한 경우, 귀하는 언제라도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효력을 지니며, 이러한 철회는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www.merz-institu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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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z 는 MIAA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Merz 그룹 계열사 내에서 

고객과 잠재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 및 연수 배경을 이해하려는 적법한 사업상의 이유로서 등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Merz 의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외 지역으로의 합법적인 정보 이전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E 절 및 

G 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쿠키, 기타 기술적 도구 및 

플러그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상단의 D 절 (1)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인은 HCP 로서 진료의 일환으로 Merz 관련 소프트웨어 앱("Merz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업체는 귀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Merz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설정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Merz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Merz 앱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기기의 개인정보 및 보안 설정이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Merz 앱은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앱에 입력한 사용자 이름, 암호 등의 모든 개인정보와 함께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선택한 경우, 식별된 환자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제공업체는 Merz 앱에 식별된 환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의료 비밀 유지 및 동의에 대한 모든 관련 법률의 준수에 주의해야 하며 

환자 정보가 로컬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Merz 앱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암호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는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기기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Merz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가 기기로부터 이전되는지 여부는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Merz 앱을 로컬 혹은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하는지 또는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전자 의료 기록 

또는 이메일 기능을 통해 Merz 앱의 개인정보를 소비자 또는 환자에게 이전하는지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별된 환자 정보를 Merz 앱으로부터 소비자 또는 환자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준수는 전적으로 헬스케어 제공업체의 

책임이며, 헬스케어 제공업체는 Merz 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대한 공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출처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능 및 사용자 경험 개선과 익명 시장 리서치를 위한 목적으로 익명 처리된 집합적인 

환자 정보를 Merz 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Merz 는 Merz 앱으로부터 식별된 환자 정보 혹은 

가명 환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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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은 연구 참여자로서 Merz 가 후원하는 임상시험 또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했습니다). 
 

Merz 가 후원하는 임상시험에 귀하가 참여하는 경우,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집, 처리된 개인정보는 귀하의 성명, 주소, 건강 정보, 인종, 출생 국가, 경우에 

따라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해당 정보는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대신, 가능한 경우 숫자 및/또는 글자 코드를 사용하여 가명 양식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정보는 임상시험 수행과 신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동의서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기타 목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되지만,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귀하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Merz 

및 그 파트너사가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도중 귀하의 식별된 개인정보를 검토한 모든 이는 해당 정보를 극비로 다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erz 는 Merz 를 대신하여 임상시험을 조직, 수행하는 임상연구기관("CRO")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수행됩니다. 책임자와 

CRO 모두는 연구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erz 와 CRO 는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처리 절차와 Merz 및 CRO 모두는 관련 정보보호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Merz, 책임자, CRO 는 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의약품 허가 신청의 경우, 귀하의 가명 정보는 허가 절차를 위해 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귀하의 정보는 관련 윤리 위원회 및 해당 

신고를 처리하는 관계 당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귀하의 담당의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종료되거나 조기 중단된 경우, 임상시험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는 최소 

10 년간, 그리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때로는 더 길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판매 승인된 

제품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생애 

기간에 20 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관련 보존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는 

폐기됩니다. 
 
관련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귀하는 귀하에게 고지된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처리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임상시험에 대해 귀하가 제공받은 정보가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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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귀하가 연구 참여자가 되기 

이전에 동의한 고지된 동의서에 따라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본인은 Merz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Merz 가 후원한 대회 또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했습니다). 
 

당사는 때때로 대회, 경품 이벤트, 기타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당 대회 또는 판촉 행사와 

관련한 정보보호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귀하가 대회 또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대회 또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예: 우승자 선정, 

우승자 통보, 경품 배송)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약 이행입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당사는 귀하가 대회 또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Merz 대회 또는 판촉 행사, Merz 제품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와 연락하는 데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가 Merz 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한 경우, 귀하는 언제라도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 경우, 철회 전의 동의에 근거한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철회는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동의서에 

기재된 부서 또는 dataprivacy@merz.com 에 관련 서면 통지를 보내 간단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 후에도 판촉 목적으로 Merz 가 귀하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귀하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회 또는 판촉 행사가 종료되면 귀하의 정보는 폐기됩니다. 경품이 물건인 경우, 당사는 

우승자의 정보를 관련 법령 보증 기간 동안 보존하여 경품이 불량인 경우 이를 수정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해당 대회 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보호 

고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FIN 과 특정 대회 또는 캠페인의 개인정보 보호고지가 상충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합니다.  
 
 

11. 본인은 Merz 의 제품이 부작용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신고합니다(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환자가 당사의 제품 사용으로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당사에 즉시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고는 공공보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Merz 와 대중 모두의 정당한 관심 사항입니다. 당사의 제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상단의 C 절에 기재된 해당 국가의 주소로 당사에 이를 신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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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잠재적인 부작용을 신고하기 위해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당사는 다양한 귀하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가 받은 진료와 부작용, 귀하의 연령, 성별 

및 귀하가 처방받은 의약품, 의료 기록과 같은 모든 관련 의료정보를 포함합니다. 해당 정보는 

귀하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당사의 의약품 또는 기기가 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가 유럽경제지역 또는 스위스 거주자인 경우, 귀하의 

정보는 Merz 회사 내 (미국 외 지역) 부작용 또는 부상에 대한 신고 관리를 책임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한 Merz 제약회사(Merz Pharmaceuticals GmbH)에 전송될 것입니다. 

Merz 제약회사는 유럽 내에서 신고된 모든 부작용 사례를 유럽약품청에 제출합니다.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 내의 안전 신고는 Merz 북미(Merz North America, Inc.)와 법률이 정한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과 캐나다, 남미 및 멕시코 관계 당국에 보고됩니다. Merz 그룹은 공중보건 및 약품 규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합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Merz 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준수입니다. 

공중보건의 이유로 부작용 사례 신고는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되며, 그 이후 

폐기됩니다. 
 

12. 본인은 Merz 제품과 관련한 기술적 (부상 외) 문제를 신고합니다(했습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은 당사가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예: 연락처 정보 및 귀하가 당사에 보낸 연락 서신)를 귀하가 신고한 품질 문제를 

검증하고 또는 귀하와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 Merz 는 귀하의 불만 사항에 

포함된 식별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만을 다른 Merz 회사 또는 위탁 업체에 전송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개선합니다. 귀하의 식별된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으며, 귀하가 신고를 접수한 Merz 

계열사에 남아,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됩니다. 
 

13. 본인은 Facebook, Instagram, Pinterest, Twitter, LinkedIn 또는 Vimeo 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Merz 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Merz 는 GDPR 이 의미하는 관리자의 역량 내에서 다음 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외 다른 부분의 경우,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가 각 플랫폼에서 수행된 모든 유형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보호법 하의 

관리자로 간주됩니다. 
 
관련 플랫폼이 처리한 정보의 유형과 그 처리 목적에 대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rz 는 해당 운영자가 수행한 정보 처리에 대해 제한된 수준의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Merz 에서 당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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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그러한 영역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댓글, 영상, 사진, 공개 메시지 등과 같이 당사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입력된 정보는 관련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관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예, 부적절하거나 규제 지침에 어긋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귀하와 연락하기 위해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HCP, 소비자 및 환자에게 당사의 

제품을 판촉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당사는 또한 특정 인구 정보, 관심사, 행동 및 위치를 기반으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가 당사에 전달한 이러한 정보는 익명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가 당사에 전달한 통계 자료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통계 자료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또한 HCP, 

소비자 및 환자에게 당사의 제품을 판촉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가 귀하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행동 분석에 

의한 타겟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설정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계정 설정을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 전송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본인은 Merz 에 입사 지원하였습니다. 

 
Merz 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사 지원 절차 동안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Merz 는 귀하의 채용 적합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가 지원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통해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해당 정보는 귀하의 성명, 연락처 정보, 이력서 

정보, 선호 직무, 프로필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경우, Merz 는 

귀하가 LinkedIn 에서 공개하도록 선택한 정보 또한 취급할 것입니다. Merz 는 이러한 정보를 

귀하의 채용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합니다(예를 들어 귀하와의 계약 체결). 귀하가 

당사 입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구인란을 이용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당사의 구인란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15. 당사 구인란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 
 

귀하가 구인란(여기)을 통해 입사 지원한 경우, 독일 프랑크푸르트 안 마임 에켄하이머 

100 번지(Eckenheimer Landstraße 100, 60318 Frankfurt am Main, Germany)에 위치한 Merz Pharma 

GmbH & Co. KGaA("Merz 제약")이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귀하의 지원 

절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https://merzpharma-openhire.silkroad.com/epostings/index.cfm?fuseaction=app.res_bgjobagent&company_id=30120&version=2


21 
 

 
a. 사용 정보 

귀하가 당사의 온라인 구인란을 사용한 경우, 구인란 접속에 사용된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된 브라우저의 유형과 버전, 운영 체제 및 어떤 Merz 

웹사이트로부터 액세스했는지와 함께, 액세스한 Merz 웹사이트의 하위 페이지, 액세스 일자와 

시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IP 주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이러한 정보와 유사한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Merz 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Merz 는 또한 당사 구인란의 개선을 위해 통계적 목적으로 익명 정보를 분석합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b. 프로필 정보 
 

귀하의 첫 번째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는 프로필을 설정하고 관련 정보(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경력 및 학력 정보, 선호하는 직무 등)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프로필에서 귀하는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약 체결에 대한 필요 

절차입니다. 
 

c. 지원자 개인정보의 보존 
 

귀하가 유럽 거주자인 경우, 지원 절차의 일환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직무가 충원된 

일자로부터 최대 6 개월간 보관될 것입니다. 비유럽 거주자인 경우, 보존 기간은 해당 현지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Merz 가 해당 보존 기간보다 더 길게 귀하의 정보를 보유하도록 귀하가 동의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 내용에 따라 정보를 보존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하는 상단 C 절에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보보호 책임자에 연락하여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그리고 철회 이전의 동의에 

기반한 처리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쿠키, 기타 기술적 도구 및 플러그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상단의 D 절 (1)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본인은 Merz 제품 구매에 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귀하가 Merz 제품 구매에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사는 제품 판매에 따라 당사가 수취해야 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정당한 관심으로써 당사와 귀하 간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귀하의 연락처, 금융 

및 거래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신용 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귀하의 거래 처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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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인은 Merz 의 공급업체, 판매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사입니다. 

 
Merz 와 기타 유형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당사의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 중 하나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Merz 는 귀하에 대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예, 성명, 

해당하는 경우 직책, 업종, 소속 회사,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Merz 는 귀사와의 사업 

관계를 수립 또는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 판매업체와 협력하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정보를 전달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예, 이메일 서명, 소속 기업의 

레터헤드, 명함)를 귀하로부터 직접 수집합니다. Merz 는 또한 경우에 따라 귀하의 고용주 또는 

제 3 자로부터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신합니다(예, 고객, 공급업체 또는 기타 사업체로부터의 

추천). 
 
귀하의 정보는 또한 판매업체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범위 내에서 다른 Merz 회사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귀하 또는 귀하가 소속된 회사를 쉽게 찾고, 당사의 시스템 내에서 귀하 또는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정보가 EU/EEA 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Merz 는 하단의 E 절 및 G 절에 명시된 체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18. 본인은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의 연락처 양식을 통해 Merz 에 연락하였습니다.  
 

웹사이트의 연락처 양식 또는 이메일을 통해 귀하가 Merz 에 직접 연락한 경우, 그 결과로 귀하가 

Merz 에 전송한 개인정보(예: 귀하의 이메일 주소, 성명, 문의 내용 등)는 귀하의 관련 문의 처리를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를 답변하는 데 필요할 경우, 귀하의 정보는 다른 Merz 회사에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Merz 회사의 개요는 본 방침의 시작 부분인 A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Merz 의 정당한 관심을 근거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 처리를 위해 귀하의 정보가 EU/EEA 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Merz 는 하단의 E 절 

및 G 절에 명시된 체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E. 제 3 자(타인)에게 개인정보 전달  
 

Merz 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처리에 대하여 기술 서비스에 특화된 제공업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신중하게 선정되며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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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전송되고, 해당 업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erz 는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특별 요건에 맞춰 

정보가 이전되도록 보호합니다. (예: 서비스 제공업체는 유럽 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에 따라 인증받았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약정조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ata.europa.eu/eli/dec/2010/87/oj)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Merz 는 특정 영역의 특수 전문성 또는 관련 지식을 지닌 여러 회사 및 기타 

기관(예: 세무 감사인, 변호사, 컨설팅 회사)과 협력합니다. 이들 기관은 기밀 유지의 직업상 의무에 

적용을 받거나 Merz 가 부여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Merz 는 정보 이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거나 그러한 공개에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본 FIN 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합니다. 
 
F. 귀하의 정보 보존 기간 

 
본 FIN 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는 정보 처리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및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계약상 관련 

정보는 대게 Merz 와 체결한 관련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0 년 후에 삭제됩니다. 
 
G. MERZ 내 EU/EEA 외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 이전 

 
정보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 국가에 위치한 Merz 회사로부터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에 위치한 Merz 회사에 전송되고, 해당 회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erz 는 해당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약정조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ur-

lex.europa.eu/eli/dec/2004/915/oj Merz 회사의 개요는 본 방침의 시작 부분인 A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rz 는 또한 Merz 회사가 운영되는 비유럽 국가의 국경 간 정보 이전 및 수출 규제 

법률을 준수합니다. 
 
H. 귀하의 정보 보호 권리 

 
Merz 가 보관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귀하는 상단의 C 절에 

기재된 귀하의 지리적 지역의 이메일을 통해 당사에 연락하거나, dataprivacy@merz.com 을 통해 

당사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Merz 에 

제공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당사가 해당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도 

http://data.europa.eu/eli/dec/2010/87/oj
https://eur-lex.europa.eu/eli/dec/2004/915/oj
https://eur-lex.europa.eu/eli/dec/2004/915/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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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보관된 귀하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당사에 해당 정보를 즉시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GDPR 의 17 조 및 18 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귀하는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계 규제 당국에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Merz 가 GDPR 의 조항 6(1), "문장 1(f)"에 따라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토대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GDPR 의 조항 21 에 의거).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보다 우선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나 

법적 청구권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강력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합법적인 사업상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와 

귀하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에 우선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나 또는 법적 

청구권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강력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당사의 다이렉트 마케팅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존중하고 그러한 마케팅을 중단합니다. 
 
귀하는 본 FIN 의 C 절과 I 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I. 연락처 정보 

 
Merz 의 개인정보 처리방법과 정보 주체로서의 귀하의 권리 행사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Merz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단의 C 절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귀국에 위치한 

당사 계열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는 경우, dataprivacy@merz.com 또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Merz 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국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국(Global Privacy Office) 
Merz USA, Inc. 
6501 Six Forks Road 
Raleigh, NC 27615 
USA 

mailto:dataprivacy@mer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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