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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N 개인정보 보호 고지 

 

 

 

1. ORGANON – 소개 및 주요 업무 

Organon(이하 "우리," "저희" 및 "당사")은 여성의 평생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글로벌 의료 기업입니다. 

처방 요법, 생명 의약품 복제약 및 기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혁신적인 건강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당사의 온라인 자료는 건강, 의료 및 제품 관련 정보, 채용 및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Organon 의 일부 온라인 자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서 당사와 관련한 모든 활동 

및 제품은 총칭하여 "제품과 서비스"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개인정보 보호 고지")을 적용해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집 및 처리하는 (아래에 정의한) 개인정보 유형과, 그에 대한 방법 및 이유에 대한 이해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귀하의 선택 및 개인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총칭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행") 이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Organon 을 비롯한 미국 기반 자회사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포괄합니다.1, 또한 당사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관행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Organon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자회사와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와 국가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 고지의 기본적인 요건과 다르거나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특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통칭 "데이터 보호법"). 미국 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Organon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계열사가 자체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게시하지 않는 한, 이 고지의 

조건은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적용됩니다. 

2. 이 고지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당사 사무실 또는 기타 시설("현장")을 방문할 때 또는 이 고지의 링크가 

있는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메일, 기타 온라인 및 다운로드 가능한 도구 이용 시 

적용됩니다. 특정한 사례, 즉, 귀하가 직원이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HCP")인 경우와 같이 당사와 

교류 또는 참여 활동이 있거나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 시 특별 개인정보 보호 고지(Special Privacy 

Notice)를 드립니다. 이러한 특별 고지는 귀하와의 특정 교류에 적용되므로 본 개인정보 보호 고지와 

다른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당사 웹사이트의 링크가 있는 제 3 자의 온라인 자료인 경우, 당사에서 해당 자료의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본 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Organon Canada Holdings LLC, Organon Global Inc., Organon LLC, Organon Pharma Holdings LLC, Organon Trade 

LLC 및 Organon USA LLC. 

https://www.organon.com/privacy/contact/
https://www.organon.com/privacy/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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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용어  

이 정책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의한 여러 용어(대문자 명사)와 기술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해당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약관 

용어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 데이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개인을 식별, 

위치 추적 또는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에는 이름, 신원 확인 번호 또는 고유 직함과 같은 직접 식별 가능한 정보와 생년월일, 

개인 휴대전화 번호 또는 신체 착용 기기 식별자, 전화번호와 같은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될 수 있는 IP 주소 또는 모든 개인 활동, 

행위 또는 선호 사항과 같은 키 코드화된 데이터 및 온라인 식별자도 포함됩니다. (ii) 그 외 "개인정보", 

"개인 식별 정보", "개인 데이터"와 유사한 범주를 구성하는 기타 정보 또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이 정책에서는 다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집" 그리고 "처리" 개인정보는 상호 교환 

가능합니다. 사례별, 수집, 기록, 조직, 저장, 열람, 적용, 변경, 검색, 참조, 이용, 평가, 분석, 보고, 공유, 

공개, 유포, 전송, 차단 해제, 조정, 조합, 차단, 삭제 또는 파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직원, 계약자, 주주, 임원, 이사 및 대리인 또는 회사 법인이 아닌 개인을 지칭하며, 당사는 

이에 대한 사용자 계정과 같이 식별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방식 

Organon 은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공정하고, 적법하며, 투명하게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 기대치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 세계의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고객, 사업 파트너, 의료 전문가 및 직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를 당사에 공개하기 전에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여기에 언급된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지역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  

다음에 언급한 범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https://www.organon.com/privacy/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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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 정보 

다음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계정 이름 및 주소, 소셜 미디어 계정 이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같은 온라인 식별자 및 유사 식별자. 이는 당사와 온라인으로 접촉하거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수집됩니다.  

• 또한 귀하가 당사와 직접 접촉할 때 또는 구직 면접 시 해당 정보의 일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 당사 현장을 직접 방문 시, Organon 직원과 직접 대면할 시(현장 대표 또는 무역 박람회 및 

컨퍼런스의 Organon 부스 등)  

• 상황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 예를 들어 구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거나 세금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또한 운전 면허증, 사회 보장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 또는 여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하가 당사 건물에 진입하는 경우 

귀하의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거나 광고하고, 귀하와 면접을 

하거나 채용하고, 귀하와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를 관리하고, 양식을 작성해야 할 때 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관심사, 개인적 특성 및 선호도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당사의 사업을 성장, 운영 및 보호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앱의 연락처 양식을 작성할 때 당사는 귀하로부터 직접 해당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귀하가 당사와 접촉할 때, 당사는 기술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브로커, 인터넷 분석 제공업체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 식별자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식별 정보  

위에서 언급한 개인 식별자 외에 다음 유형의 식별 정보도 수집합니다.  

• 교육 및 고용 이력 - 귀하가 일자리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회의에서 연사로 참여하는 

의료 전문가인 경우  

•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귀하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은행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금융 계좌 정보. 

• 의료 제공자이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지불을 처리하기 위한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정보. 당사는 이 정보를 금융 기관과 신용/직불 카드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지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귀하로부터 직접 신용/직불 

카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예: 금융 

또는 신용 기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신용 카드 확인). 

• 환자 설문 조사 및 지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건강 보험 정보 및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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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정보  

당사가 수집하는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는 EEA/UK 데이터 보호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특별 범주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고용 지원 및 관계, 혜택 관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법적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유형에는 연령(40 세 이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이민 

여부(시민권), 결혼 여부, 장애, 성별, 군 복무 여부, 성적 취향, 성별 표시가 포함됩니다.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정보의 공개는 

자발적입니다.  

또한 질문 및 설문 조사에 응답하거나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다운로드 가능한 건강 관련 도구를 

사용하여 당사에 제공된 고객, 직원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처리 및 접근을 제한합니다. 당사는 EEA 거주자를 위한 

GDPR 규정과 같이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해당 데이터 보호법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생체 정보 

당사가 수집한 특정 민감 정보(위 참조)에는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수집한 진단 

정보의 일부를 구성하는 생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얻습니다.  

인터넷 및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 

• 귀하의 컴퓨터나 다른 전자 장치에서 수집한 정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 당사는 귀하의 컴퓨터나 다른 전자 장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도메인 이름, 브라우저 종류, 요청 일자 및 시간, 쿠키와 싱글 픽셀 태그, 로컬 공유 객체(플래시), 

로컬 스토리지, E 태그, 스크립트 등의 추적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이 당사의 일부 온라인 자료 및 통신에 등록하고 맞춤화 및 개인화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이 

요청하는 제품, 서비스, 기능,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사업에 관한 교육 

자료 및 관련 정보, 이메일 프로그램, 도구, 퀴즈, 설문지, 설문 조사 등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서비스 및 홍보물을 

식별하고 제안합니다. 오직 식별 불가능한 정보, 즉 합산 정보만을 가지고 일부 온라인 자료 및 

통신의 이용도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사 온라인 자료의 준수, 

승인을 받은 접근, 보안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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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 온라인 자료에서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자는 쿠키 또는 유사한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에 광고를 제공하거나 이전에 

방문했던 당사의 웹사이트를 상기시키기 위해 귀하와 귀하의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온라인 추적 정책에서 쿠키 및 관련 기술 또는 귀하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모바일 장치로 당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에 

접근하거나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당사는 장치 ID, 장치 종류, 장치 이용 

정보, 당사 모바일 웹사이트 및 다른 모바일 자료의 이용 정보 등 사용자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수시로 제공되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사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자료의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토론 

게시판, 전자 게시판, 블로그, 위키, 웹사이트 콘텐츠 및 도구를 친구나 동료와 공유하기 위한 

추천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셜 미디어 자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게재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때 자신과 동료, 친구, 고객 또는 환자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에 다른 

개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감각 정보 

 

당사는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접 통제하는 구내 또는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거나, 교육 

또는 품질 관리 목적으로 또는 법률 준수를 위해 제 3 자와의 특정 통화를 녹음할 때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이나 의료 전문가와의 계약의 

일환으로 영상 메시지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적절한 사전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직 종사자 및 취업 관련 정보 

• 모집:  

당사는 실제 및 잠재적 구직 후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재학한 학교, 

성적 및 점수, 학업 분야, 취득한 학위 및 졸업 날짜, 관심 분야, 기술 및 취미, 전문 면허 및 

인증서, 간행물 및 기타 전문적으로 관련된 공공 기부금.  

또한 고용주, 감독자, 위치 및 고용 날짜(허용되는 경우), 급여 이력 및 승진을 포함하여 실제 

및 잠재적 구직 후보자의 고용 이력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특정 직위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https://www.organon.com/privacy/us/en/cookie-privacy-policy/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organon.com/privacy/wp-content/uploads/sites/3/2022/10/Social-Media-Monitoring-Privacy-Notice.pdf&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4ee628576146cd70a308dab3705695%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195923341194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weQgAzD2dOn3u6V3gOq4itf1ILz1wOVeOoVTETLES5w=&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organon.com/privacy/wp-content/uploads/sites/3/2022/10/Social-Media-Monitoring-Privacy-Notice.pdf&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4ee628576146cd70a308dab3705695%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195923341194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weQgAzD2dOn3u6V3gOq4itf1ILz1wOVeOoVTETLES5w=&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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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책에 지원하거나 일반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민감 정보도 수집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가 채용하는 주 및 

국가의 법률과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추가 요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모든 해당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별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 고용 및 직장 관련 목적의 데이터 관행 고지를 통해 HR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행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 전문가와의 교류  

Organon 은 당사 웹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당사와 협력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직업적 

자격, 업적 및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전문 분야, 조직 및 기관 제휴, 획득한 특허 또는 기타 

과학적 성취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공공 기관 또는 제 3 자 정보 출처에서 

수집합니다. 당사의 의료 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관행 고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프로파일링, 통합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서 추론 

• 소셜 미디어 관찰  

소셜 미디어 관찰은 인터넷에서 회사, 개인,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식별 및 

평가하는 절치입니다. Organon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련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콘텐츠를 게시할 당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귀하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합당한 노력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가능한 경우) 또는 게시물 

내에서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책 및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안된 데이터 처리를 거부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수집한 원본 콘텐츠를 

게시한 개인 및 연락처 세부 정보의 식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통합 

경우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화, 설문 조사, 웹사이트, 기타 

온라인 자료 및 통신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채널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합합니다. 

개인정보의 출처  

• 직접 획득  

일반적으로 수집 전 또는 수집 시점에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공지할 수 없는 경우, 장치에 라벨을 붙이거나 

시각적 표시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활동을 알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 고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고지를 참조하도록 하는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합니다. 

 

https://www.organon.com/privacy/wp-content/uploads/sites/3/2020/05/employment-notice.pdf
https://www.organon.com/privacy/wp-content/uploads/sites/3/2020/05/Global-Data-Practices-No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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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로부터 획득 및 공개 출처 

독립적인 제 3 자가 수집한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및 통지를 제공하는 등 해당 개인정보가 해당 법적 요건에 따라 수집되었다는 

계약상의 보증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가 갖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약물 감시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작용 사례 보고 목적으로 공개 도메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적 의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약물 감시 정책 및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4.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는 이유는? 

당사는 사전에 결정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으로 공개 및 문서화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공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지 않으며, 정해진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끝난 후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업무 차원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절차에 대한 데이터를 더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합니다. Merck/MSD 는 Merck/MSD 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이러한 필요성 요구 

사항이 포함되도록 설계하며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제 3 자와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를 통해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목적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타당한 사업 목적이 새롭게 판명된 경우, 당사는 해당 개인에게 

이전에 제공된 개인정보 보호 공지 또는 기타 투명성 메커니즘에 명시된 목적과 새로운 사업 목적이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수집된 맥락,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 문제의 개인정보의 성격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 원칙을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정보에 적용하지 않으며, 역사 및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a) 윤리 검토 위원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검토자가 이러한 정보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권리에 야기되는 위험이 수용 가능한 정도임을 확인하였고, (b) 데이터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c) 개인 데이터를 가명화하고, (d) 기타 모든 

해당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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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귀하가 EEA 국가, 영국 또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의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당사는 그러한 요건에 따라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의 GDPR 개인정보 보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6.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데이터 보안 

당사는 귀하의 컴퓨터와 장치, 당사의 온라인 자료 및 서버 간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전송할 때, 기본 

처리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한 민감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귀하는 당사 온라인 자료에 대한 귀하의 비밀번호 및 관련 액세스 코드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손실, 오용 및 무단 접근 반출, 도난, 공개, 변경 또는 파괴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안전 장치를 실행합니다. 종합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으며, 정보의 성격과 민감도 및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이때 현재의 기술 

관련 모범 사례를 고려합니다. Merck/MSD 기능성 보안 정책은 비즈니스 지속성 및 재난 복구, 암호화, 

신원 및 액세스 관리, 정보 분류, 정보 보안 사고 관리, 네트워크 액세스 통제, 물리적 보안,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안 사고 및 개인 데이터 침해 

당사가 처리한 귀하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사고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침해, 개인정보 보안 침해와 같은 이벤트 또는 유사한 이벤트로 규정된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여 그러한 위반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 또는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각 필요한 사례의 정부 당국 및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알릴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 

당사는 목적한 용도에 맞게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Merck/MSD 는 출처 및 하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 데이터 검토 

메커니즘이 Merck/MSD 에 필요한 기술에 포함되도록 설계합니다. 

Merck/MSD 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보고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부당한 리스크를 야기하는 기타 처리 과정을 수행하기 전 중요 정보가 

정확하며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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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당사는 수집된 특정 사업 목적과 당사 사이트, 앱 및 기타 관련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중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유 

기간을 결정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합니다.  

• 귀하와의 업무 관계  

• 법적 의무 또는 규제 의무의 여부  

•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 법적 청구의 방어 또는 기소, 당사의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조사 또는 

기타 필요한 사업 목적 등 언급된 상황에 비추어 본 보존의 타당성 여부.  

가능한 경우, 당사는 정보를 익명화하려 합니다. 즉, 원래 보존 기간 이상으로 보존할 정보에서 

불필요한 식별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8.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와 개인정보를 공유합니까?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에는 전 세계적으로 회사와 그 자회사, 부서 및 그룹 그리고 오로지 이 통지 및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당사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거나 당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어떤 경우에도 문서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법적 및/또는 계약상의 기밀 

유지 의무에 구속됩니다. 

또한 당사를 대리하는 제 3 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본 통지 및 해당 데이터 보호법의 원칙 준수에 따른 

해당 당사자의 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3 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당사는 합법적이고 사전 결정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제 3 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제 3 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공유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 3 자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제 3 자가 당사 정책 및 관련 데이터 보호법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계약상의 보장을 

요청할 것입니다. 

• 데이터 처리업체 및 계약업체의 사용 

당사가 서비스 제공자, 사업 동료 또는 데이터 처리 역할을 하는 제 3 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오직 제 3 자가 당사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계약에 대해서만 공유할 것입니다. 제 3 자는 당사가 당사와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당사와의 

계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제 3 자에게 공유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동안 및 종료 후에도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당한 보안 조치의 구현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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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처리업체 또는 계약업체 이외의 제 3 자와 개인정보 공유  

당사는 자체 사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 3 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제 3 자의 

범주에는 급여 회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제공자, 광고, 마케팅 및 시장 조사 업체, 이메일 기반 

광고를 배포하는 회사, 제약 연구 및 제조 그리고 치료제를 유통하는 제약 회사와 같이 당사와 

협력하거나 당사를 지원하는 회사 및 기관과 사업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온라인 자료와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타 자산을 제공, 관리 및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공유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유 목적 

당사는 동일하게 정해진 목적을 위해 수집된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 대부분을 다양한 

제 3 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정책 및/또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귀하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귀하의 요청을 

존중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판매 금지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계약은 제외)를 위해 공유하지 않으며, 귀하의 정보를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 제 3 자 접근 요청, 법적 절차 

당사는 형사 및 민사 조사의 맥락에서 법적 절차 및 법원 또는 정부 기관과 같은 제 3 자의 

명령을 준수하고 이에 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개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를 처리 및 공개하여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활동, 의심되는 사기 또는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상황을 예방하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 사업 인수인계 

당사가 사업 또는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재편성, 분할, 해산 또는 

청산의 경우 포함), 합작 투자 또는 기타 사업 결합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의 영향을 받는 

당사의 사업 또는 자산 부분과의 연결 업무에는 제 3 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업무에 관련된 다른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평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또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속해서 보호하기 위해 인수인계 업무와 

관련한 다른 업체(들)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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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의 국제 전송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하여 법이 허용할 시, 당사는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당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접근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GDPR 또는 영국 

GDPR 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는 오직 해당 EU 및 영국 규정에 따라서만 EEA 또는 영국 외부로 

전송됩니다. Organon 법인 및/또는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전송은 그룹 내 데이터 공유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GDPR 이 적용되는 "제 3 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제 전송" 

GDPR, 영국 GDPR 또는 스위스 법률의 적용을 받는 Organon 법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EEA 국가와 영국 외부의 적절한 수준으로 데이터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 내 수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GDPR 요건에 따라 실행됩니다.  

당사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령인이 위치한 국가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전송된 개인정보에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예상 수신자와 함께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처리업체와 같은 새로운 제 3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위해, 당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전송 매커니즘인 EU 표준 계약 조항(2021)의 적절한 모듈 또는 영국, 스위스 또는 

세르비아 당국이 승인한 이와 상응하는 수단에 의존합니다. 또는 수시로 GDPR 49 조에 의거한 개별 

위반과 같이 이전에 승인을 받은 다른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APEC 

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설명된 Organon 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은 APEC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시스템을 준수합니다. APEC CBPR 시스템은 참여하는 APEC 국가 사이에 전송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기관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APEC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당사의 APEC CBPR 인증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0. 당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귀하의 선택 및 고객으로서 개인정보에 

접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또는 온라인 추적의 제한을 선택할 자유  

귀하는 당사에 공개할 개인정보의 여부와 분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데이터 입력란에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고도 여러 온라인 자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장치와 귀하가 당사의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련된 특정 정보만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에서 제공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에 요청한 통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귀하의 통신 기본 설정과 관련된 귀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사의 전자 통신에 나와 있는 수신 거부 링크를 사용하거나 다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privacyoffice@organon.com.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cbprs.org/&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da31c241864d8ea4b008dae1fc61eb%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707713578380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XN921y5gwp1T8gfcG11gnJEXUp7/LGDkt67Fljq5WWc=&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privacy.truste.com/privacy-seal/validation?rid=1ee67517-0029-4dd0-86b0-1262f41e225e&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da31c241864d8ea4b008dae1fc61eb%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707713578380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JBQ3Mqbr+KXKLN76o07XmViHHb0dzCtx9nHnqS8EuBA=&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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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제한 및 옵션 

당사 및 당사의 온라인 자료에서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자는 사용자 경험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키 또는 유사한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 및/또는 귀하의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광고 제공, 온라인 자료 사용 분석 또는 다양한 

웹사이트의 검색 습관 추적에 사용되는 쿠키 및 기타 추적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대다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쿠키 등 당사의 일부 추적 기술을 관리해도 됩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쿠키 사용을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온라인 

자료에 처음으로 접근하면 팝업 배너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수준과 안전 보장에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 

및 유사한 추적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온라인 추적 정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쿠키 및 유사 기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광고 이니셔티브: http://www.networkadvertising.org/optout_nonppii.asp 

• 유럽 대화형 디지털 광고 제휴: http://youronlinechoices.eu/ 

특정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장치의 경우 https://allaboutdnt.com/을 방문하여 추적 차단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회사 정책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권리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고객")과 같이 당사가 식별 가능한 

형식으로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모든 고객 및 기타 개별 제 3 자에게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조항은 직원, 계약자, 주주, 임원, 

이사, 대리인 또는 당사 법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고객에 대한 모든 약속에는 해당 지역 법률이 부과하는 제한 사항과 다음에 언급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특정 요청이 다음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고객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안 또는 법 집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공공 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법률 또는 윤리적 의무의 준수,  

• 법적 청구의 조사, 제기 또는 방어,  

• 계약의 이행, 관계의 관리 또는 기타 승인을 받은 사업 활동에 참여 그리고 이러한 당사의 이행 

권한이 문제 당사자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게 된 경우 그리고  

• 제 3 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계약 위반, 당사 또는 제 3 자 소유의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독점 

사업 정보 공개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경우.  

https://www.organon.com/privacy/us/en/cookie-privacy-policy/
http://www.networkadvertising.org/optout_nonppii.asp
http://youronlinechoices.eu/
https://allaboutd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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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이 조항에서 설명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접근,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 주체 권리 또는 소비자 권리에 추가된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당사의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으로 다룰 것입니다. 문의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에서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당사는 직접 관리하는 특정 기관이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고객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당사는 지난 1 년 이내에 수집된 개인정보의 범주에 관해 귀하에게 알리거나 해당 

기간의 특정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 

당사는 연락처 정보 또는 지불 정보와 같이 당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을 수정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존중합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이 주장하는 

부정확성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전에 당사 

웹사이트에서 양식 혹은 데이터 항목 입력란에 기입한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삭제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는 더 이상 어떤 링크로도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존중합니다. 

삭제 요청을 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삭제 요청은 관련 저장 

매체 및 제공자의 데이터 유지 관리 주기와 동기화되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현지 

데이터 보호법이 고객 데이터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추가 제한 및 예외를 자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동의 철회, 마케팅 및 자동 의사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사용 거부 

당사는 고객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을 경우 

• 해당 정보의 추가 처리를 거부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존중합니다. 예를 든다면, 뉴스레터 

구독 취소 또는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중단 등이 있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직접적인 마케팅 통신에 사용되며 

•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객에 대한 평가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고 (i) 그러한 

결정은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ii)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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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웹 양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관찰과 같은 일부의 경우, 당사에서 수집했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최초 게시자는 당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수집한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 귀하의 데이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또는 웹사이트에 연락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금지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선택이나 개인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게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에 개인정보 또는 처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당사는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귀하의 

선택이 본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시 귀하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추가 권리(GDPR, 미국 주법) 

GDPR, 영국 GDPR 또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본인에 대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 및 정보에 대한 추가 개인 

권리(데이터 주체 권리)를 보유하며,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DPR 개인정보 보호 권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기업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미국 주별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검토, 수정, 

업데이트, 제한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려면 

여기에서 웹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당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접수 후 

45 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귀하에게 즉시 

통지하고 응답 날짜를 제공해 드립니다. 

11.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일반적으로 당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만 18 세 이상의 개인을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약물에 대한 정보 요청이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개인은 설사 해당 약물이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약물일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현지 법률에 따라 수집 전 검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3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모 또는 보호자이고, 당사가 귀하의 자녀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privacyoffice@organon.com 을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에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때로는 당사의 일부 웹사이트 및 그 밖의 온라인 자료는 어린이에게 옵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 전에 검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합니다. 

https://organon-privacy.my.onetrust.com/webform/4d949fc0-6243-458b-9630-236692d079f9/8d83366c-3682-4a98-bfab-fe265c3d4604
https://www.organon.com/privacy/wp-content/uploads/sites/68/2023/05/Organon-US-Privacy-Policy-State-Supplement-.pdf
https://organon-privacy.my.onetrust.com/webform/4d949fc0-6243-458b-9630-236692d079f9/8d83366c-3682-4a98-bfab-fe265c3d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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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문 및 불만 사항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단락에 명시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당사가 자체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면, 귀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할 연락처는? 

 

EEA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메일(euprivacydpo@organon.com)로 회사의 EU 데이터 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또는 EEA 이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이메일 주소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privacyoffice@organon.com 또는 우편 문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Organon & Co., 30 Hudson Street, Jersey City, NJ 07302 

직원 및 계약업체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된 모든 질문, 고충, 우려를 신속하게 해당 사업 

지역에 지정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 또는 사업 관행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가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사용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에 

기반을 둔 제 3 자 분쟁 해결 업체(무료)에 https://feedback-form.truste.com/watchdog/request 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및 불만 처리 방법 

당사는 직원이나 다른 개인 또는 책임 대리인, 규제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 3 자를 통해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된 모든 질문, 불만 또는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합니다. 개인정보에 접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거나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주체 

또는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자가 

그런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귀하의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한 

이름 및/또는 이메일이 당사 기록 및 시스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귀하의 요청의 성격 및 

현지 법률에 의거해 확립된 추가 요건에 따른 조치로써, 법적으로 요구되는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지점을 검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연락을 받은 후 45 일 이내 또는 

법률문제로 필요한 경우 더 일찍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5 일 이내에 응답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업데이트를 보내 드리고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연 이유 및 응답 완료 

예상 시간 또는 귀하의 요청을 완료할 수 없는 이유 및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추가 옵션 여부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45 일 응답 기간을 최대 45 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mailto:euprivacydpo@organon.com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feedback-form.truste.com/watchdog/request&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da31c241864d8ea4b008dae1fc61eb%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707713576818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1QK49ZcPa57p2+uCdtUD1HMaAR/YICEef2e2ZkgVy7Q=&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feedback-form.truste.com/watchdog/request&data=05%7c01%7cdalal.samaan@organon.com%7c64da31c241864d8ea4b008dae1fc61eb%7c484a70d1caaf4a03a4771cbe688304af%7c0%7c0%7c6380707713576818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7c3000%7c%7c%7c&sdata=1QK49ZcPa57p2+uCdtUD1HMaAR/YICEef2e2ZkgVy7Q=&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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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리 

당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GDPR 의 적용을 받는다면, 귀하는 정부의 구제를 요청할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또는 귀하가 제기한 불만에 대한 당사의 처리가 GDPR 에 따른 데이터 

주체인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기는 경우 현지 관할 감독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의 목록과 주소는 다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uropa.eu) | 회원.  

또한 (i)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고 (ii) GDPR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귀하의 불만 제기 처리 활동을 

담당하는 EEA 국가의 법원에서, 귀하는 데이터 주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고자 GDPR 조항 79 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이 문서에 언급한 어떤 것도 

Organon 법인의 일반 또는 특별 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표준 계약 조항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제 3 자 수혜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13. 기타, 업데이트 

당사는 다음에 언급한 당사 웹사이트에 갱신한 고지를 게시하여 언제든지 이 고지의 일부를 수정,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h t t p s : / / w w w . o r g a n o n . c o m / p r i v a c y /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변경 사항은 게시 시점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14. GDPR 개인정보 보호 권리 

GDPR 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처리 또는 이와 관련된 특정 작업의 수단과 목적을 결정하는 

당사자에 대해 강화된 책임 기준을 확립합니다. 무엇보다도, GDPR 은 특정 법적 권한(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 

• 동의  

GDPR 의 적용을 받는 당사의 사업은 개인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예: 개인의 연락처 정보 수집 

또는 판촉 자료 전송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위한 연락)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체의 동의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기타 수단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때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기록에 귀하의 동의를 

문서화할 것입니다.  

https://european-union.europa.eu/select-language?destination=/node/1
https://european-union.europa.eu/select-language?destination=/node/1
https://www.organon.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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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부서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 철회를 당사에 알리기 전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해당 철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계약 이행 

GDPR 은 귀하 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체결하는 제 3 자와의 계약을 준비하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에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는 공급업체 및 계약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고용주의 기능(예: 급여 지급 또는 

복리후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으로써 특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여러 경우에 세금 규정, 이민법 또는 사회 보장법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능 또는 

안전성에 관한 특정 이벤트를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 및 법적 

절차의 맥락에서 정부 기관 및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이익  

많은 경우에 당사는 가령 사업을 개발 및 성장시키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할 때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한에 의존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다른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이 법적 근거를 사용합니다. 각 경우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석을 실행합니다. 정보 처리 근거로 당사의 정당한 이익에 의존할 

때마다 귀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주체로서 특별한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는 정당한 

이익을 기반으로 건강 관련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적 근거 

위의 내용은 당사가 의존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보여주는 개요입니다. 특히 과학 연구 

및 고용법 분야에서 EU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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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권리(데이터 주체의 권리) 

• 절차상 권리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에 덧붙여, GDPR 은 데이터 

주체 권리로 알려진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정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귀하가 고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가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기에서 웹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에 설명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웹 양식은 당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EEA 국가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소셜 미디어, 팩스 또는 이메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웹 양식 이외의 수단으로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귀하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요청을 완료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요청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 귀하의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최장 2 개월까지 응답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답 과정의 일부로 귀하가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귀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및 접근 권한  

귀하는 다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제 3 자로부터 수집한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의 출처 그리고  

❖ 귀하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제 3 자의 범주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기술 사용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 GDPR 에 상응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EEA 외부 국가의 

수신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전송했는지 여부. 이 경우 전송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귀하에게는 제 3 국의 수신자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을 관리하기 위해 당사가 

의존하는 도구(SCC 또는 기타 데이터 전송 문서)의 사본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사본이 공개될 경우 독점 정보 및 기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의 권리 또는 당사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본을 수정할 것입니다. 

• 수정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 외에도, 당사는 정당한 경우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라는 모든 요청을 존중합니다. 

https://organon-privacy.my.onetrust.com/webform/4d949fc0-6243-458b-9630-236692d079f9/8d83366c-3682-4a98-bfab-fe265c3d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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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권한  

귀하에게는 당사에서 처리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문제의 데이터가 수집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다른 당사자의 특정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삭제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처리를 제한할 권리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가 귀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귀하의 주장을 

조사하는 동안 또는 당사가 정당한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귀하가 

반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정보의 처리를 

제한할 것입니다. 

• 데이터 이송권 

귀하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구조 형식으로 처리 중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집합을 제공할 것입니다.  

• 추가 처리에 반대할 권리 

특정한 경우, 귀하의 개인 상황의 잠재적인 피해가 귀하의 정보 처리에 대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귀하에 대한 당사의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당한 이익 추구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또는 

❖ 귀하의 동의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당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에 따라 과학적, 역사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  

위의 경우 당사는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통해 귀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처리 활동을 중단하고 처리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발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반대할 권리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마케팅에 사용한다면, 귀하는 그러한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해당 목적을 위한 귀하의 정보 사용을 중단하도록 언제든지 당사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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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권리 

당사는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귀하가 특정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귀하에게 법적 또는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귀하의 개인정보 자동 처리에만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얻을 

권리,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평가 후에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얻을 권리,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15. 개인정보 보호 약관 용어집 

 

익명화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위치 확인 또는 연락하는 데 비가역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 절단, 삭제 또는 기타 편집 또는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당사가 참여하는 합작 투자를 제외한, 전 세계의 Organon & Co., 승계자, 자회사 및 사업부를 

의미합니다. 

 

비식별화 

직접 및 간접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여 수시로 원본 식별 데이터를 별도 보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준거법 

당사가 시행하거나, 당사에서 또는 당사를 대신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모든 국가의 관련 법, 규칙, 

규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견 명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을 비롯하여 당사가 승인 또는 인증한 모든 개인정보 체계가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 식별, 위치 파악, 추적, 접촉을 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 등 식별된 개인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식별 번호 또는 고유 직함과 

같은 직접 식별 가능한 정보와 생년월일, 개인 휴대전화 번호 또는 신체 착용 장치 식별자, 전화번호 

등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키 코드 데이터,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IP 주소 또는 모든 개인 활동, 행위 또는 기본 설정과 같은 온라인 식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건 

본 정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며, 보안 사건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고의 발생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로의 격상 여부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 사업 

기술 위험 관리(BTRM) 및 법무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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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수집, 기록, 조직, 저장, 열람, 적용, 변경, 검색, 참조, 이용, 평가, 분석, 보고, 공유, 공개, 유포, 전송, 

차단 해제, 조정, 조합, 차단, 삭제 또는 파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 수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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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 침해 

개인정보 또는 이에 대한 당사의 합리적인 믿음에 대한 우발적 또는 불법적 파괴,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을 야기하는 보안 위반을 의미합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려는 의도 없이 당사에서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접근이 발생한 경우, 접근한 정보가 전적으로 본 정책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사용 

및 공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침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보안 사건 

정보 보안 사고는 정보 보안을 훼손하고 사업 운영을 약화 또는 손상시킬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원치 

않거나 예기치 않은 정보 보안 사고를 의미합니다. 

 

민감 정보 

건강, 유전, 생체인식, 인종, 민족, 종교, 정치, 철학적 의견 또는 믿음, 범죄 기록,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 은행 또는 기타 재무 계정 번호, 정부에서 발행한 식별 번호, 미성년자, 성생활, 성적 취향, 무역 

조합 가맹, 보험, 사회 보안 및 기타 고용 또는 정부에서 발생한 혜택을 포함하는 (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등 법에서 민감하다고 정의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