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개개 취취취취

최최 업업업업: 2018 년 12 일 11 월
1.

일일

Novaled 웹웹업업웹 방방방 주주주 Novaled GmbH 에 관관관 가가 주주주 감웹감감감. Novaled 는 업이이
업업데 보보보 보보관 중중중중 생생감감감. 따따주 개개 관관 업업데웹 최최최최최 수수 또는 처처중처처
웹웹업업보 웹업 절절웹 구구구구감감. Novaled 는 개개개보보보개개(DSGVO),
독일개개개보보보독(BDSG) 및 기기 개개개보 보보 독개웹 준수감감감.

연연연
귀중귀 개개개보 처처 책책:
2.

Novaled GmbH
Tatzberg 49
01307 Dresden

당웹귀 개개 개보 처처 방방에 대방 궁궁최 점업 있최주있 당웹최 방귀방주문주문.
data.privacy@novaled.com 최 업이일관 보보주문주문.

개개개개 연처 범범범 목목, 법목 근근
(a) 웹웹업업 방방
당웹 웹 웹업업웹 방방중방방 업 페업페에주 업업데웹 감다최다중있, 귀중귀 브따브브가 이자최최 전전중는
개보가 수수. 브저저감감. 개보는 최로 파일에 브저저저 처처저감감. 수수 개보:
- 브따브브 유유 및 버전
- 웹이 중개 다운운운
- Novaled 웹웹업업 방방 전 웹웹업업(Referrer URL)
- 방방 웹페업페
- 접접 날날 및 주시
- 개데인 프최프프(IP) 주최, 수수 후 당웹에주 익익익익
당웹는 업 개보웹 특개중페 않주, 감다 개개 개보보 별처최 브저감감감.
당웹귀 웹웹업업웹 업이중있, 최소 쿠쿠(최유 텍텍업 또는 업이페 파일)웹 업이중이 귀중 컴컴데귀 중다
디텍디에 특개 개보웹 브저감감감. 당웹는 쿠쿠웹 웹이이귀 관관웹보 필중에 맞중 웹웹업업웹 수개중는업
웹이감감감. 예웹 들저, 쿠쿠에는 귀중가 방방최 페업페에 대최 개보가 포익포 수 있구감감. 업 개보웹
업이중이 귀중가 감다다에 방방방 때 웹웹업업웹 적절중중 수개방 수 있구감감. 쿠쿠는 컴컴데귀 감다
운영에 대최 액액텍웹 허이중페 않구감감. 대대대귀 개데인 브따브브는 쿠쿠가 중다 다따업브에 브저저기
전에 쿠쿠웹 삭운중방방 로에 대방 경주웹 중는 기기업 있구감감. 업 옵옵에 대최 이액최 보이내 귀중가
웹이중는 브따브브귀 설익주웹 참참중문주문 쿠쿠 웹이관 허이중페 않최있 웹웹업업귀 주서텍 또는 혜혜귀
웹이업 운최포 수 있구감감
개보귀 처처는 웹웹업업에주 운제중는 주서텍웹 개개중기 소방 웹 웹업업가 저어중 웹이저주 있는페
업방중주이 중는 당웹귀 개당최 관관에 기기중이 업이저수감감.
또최 웹웹업업귀 일관일 글글 표주웹 소방 당웹는 구글에주 운제중는 글글('웹웹업')관 웹이감감감. 당웹귀
웹웹업업웹 방방중있, 브따브브가 브따브브 캐주에 브저일 구글 주버귀 글글관 불불옵감감. 구글내 귀중귀
IP 주최웹 통방 당웹귀 웹웹업업가 보호저호다관 알중저감감. 브따브브가 웹웹업웹 페지중페 않최있 대최
귀중 컴컴데귀 기기 글글관 웹이감감감 구글 웹웹업에 대최 이액최 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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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참참중문주문. 구글 웹웹업귀 웹이내 온따개 주서텍웹 일관저주
매매적최최 표표중표는 당웹귀 개당최 관관에 기기감감감.
https://developers.google.com/fonts/faq

연연
당웹는 귀중가 전이 이일 또는 연연 양양관 통방 당웹에 운호최 귀중귀 개개 업업데웹 처처감감감.
소에 익주일 전이 이일 주최 또는 당웹 웹 웹업업방 중주게에 익주일 감다 전이 이일 주최 및 브우관 통방
당웹에 연연중는 경브. 업웹 통방 전전저는 개개 개보(회웹, 구, 업이, 직책, 회웹 주최, 전이 이일 주최)는
귀중귀 중요관 처처중기 소방 브저 및 처처저감감.
개보는 운 3 이에중 양처중페 않구감감. 업이중 수수일 업업데는 Novaled 웹업업귀 감다 구구 중최웹 통방
수수일 업업데보 서비저페 않구감감.
적적적최최 당웹보 연연관 취최 경브, 귀중귀 중요관 처처중기 소방 귀중귀 개개 개보웹 처처중는 것에 대방
귀중귀 자귀가 있감주 시주감감감.
(b)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데이터 처리
당사는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할 때도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사는 계약 관계의 수립, 내용 구성 또는 변경에 필요한 때에만 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유효한 수입 규정, 무역 제재, 엠바고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제재 목록과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c)

개인 채이
입웹웹 페지중있, 당웹는 귀중가 http://www.novaled.de/careers/apply/ 에 기입최 감다 개보 카카주처웹
수수감감감:
- 업이, 구
- 주최
- 업이일
- 전익다보
- 페지중는 업업
- 이기최개주
- 기대 연연
- 구직 주서
- 코코업
당웹는 채이 절절귀 범소 보에주 개보웹 처처중주, 필중최 경브 주이 관관귀 수수, 주시 및 방페웹 소방
업이감감감.
(d)

개개개개개 제 3 자 제제제 관관 사사
Novaled 는 모모 개개 개보웹 기기최 처처감감감. 당웹는 웹웹업업웹 운제중주, 귀중보 귀웹 최통관 중기
소방 개보 처처웹 기기 주서텍 업운에 소위중주 있구감감. 독, 독지 또는 당당업 중구중방방 Novaled 에
허가중페 않는 최, 당웹는 귀중귀 개개 개보웹 귀중귀 익주적개 자귀 없업 운 3 이에중 운제중페 않구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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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기기
당웹는 귀중귀 개개 개보가 수수일 목적관 소방 필중최 기시 자보 귀중귀 개개 개보웹 보관감감감. 더 업이
개보 처처귀 필중구업 없최있, 당웹는 귀중귀 개개 개보웹 삭운감감감. 독적 보관 귀업는 운영관 받페
않구감감.
5.

웹웹웹 서서서 사사
기 웹웹업업는 Matomo 대분 주서텍웹 웹이감감감. Matomo 내 쿠쿠웹 웹이중사 Novaled 는 업웹 통방
웹웹업업 업이 기처관 대분방 수 있구감감. 웹웹업업에주 운제중는 주서텍웹 개개중기 소방 웹 웹업업가
저어중 웹이저주 있는페 업방중주이 중는 것내 당웹귀 개당최 관관입감감.
쿠쿠최 생구일 업이 개보(익익익일 IP 주최 포익)는 Novaled 주버최 전전저주 업이 기처 대분관 소방
브저저감감. 업는 당웹귀 웹웹업업웹 최적익중기 소익입감감. 업이이귀 IP 주최는 업 과개에주 즉주
익익익저익최 Novaled 는 업이이웹 양별방 수 없구감감.
방방 업업데 브저 및 대분관 지중페 않는 경브 업후 마브텍 클클최최 언운모 업업데 브저 및 업이에 기대방
수 있구감감. 업 경브 업이이귀 브따브브에 업다이 옵업 아아 쿠쿠(Opt-Out-Cookie)가 보관저저 Matomo 가
저어 액옵 업업데처 수수중페 않구감감. 주귀: 업이이가 쿠쿠웹 삭운중는 경브 옵업 아아 쿠쿠처 삭운저사
필중최 경브 웹이이가 감주 옵업 아아 쿠쿠웹 활구익방활 감감감.
이개제기
웹웹업업 다운이가 감양최 통관 업업데웹 수수 및 대분방 수 있중 주유최 웹 대분 쿠쿠웹 업이이
브따브브에 보관방페웹 업이에주 결개방 수 있구감감. 기대중는 경브 감다 링디웹 클클중이
브따브브에 Matomo 서활구익 쿠쿠웹 보관중문주문.
Matomo 이 현현 본 웹사이웹개 방방 기기기 수수수수 있있있있. 이이기 클클수클 방방 기기이
더 이이 수수수수 않있있있.
Matomo 이 현현 본 웹사이웹개 방방 기기기 수수수수 않수 있있있있. 이이기 클클수클 방방
기기이 있다 수수수있있.
6.

국제 개개 전전
당웹는 최당귀 주서텍 운제이, 즉 유유경운페영 외대에 있는 업운웹 업이감감감. 당웹는 EU 표준 관계
참조최최 귀중귀 개개 개보웹 최당에 보전중중 전전감감감 관계 참조귀 복웹기내
data.privacy@novaled.com 에 중요방 수 있구감감.
7.

개개 개개 개보 권처
귀중귀 개개 개보웹 열열, 수개, 업업업업 또는 삭운중표는 경브, 언운따처 소귀 연연처에 연연중이 수시방
수 있구감감.
또최 귀중귀 개개 개보 처처에 업귀웹 운기중방방 귀중귀 개개 개보 처처웹 운최중방방 귀중귀 개개 개보귀
업전 가기구관 중구방 수 있구감감. 소귀 연연처에 연연중이 업 권처웹 시웹방 수처 있구감감.
마마가페최 귀중귀 자귀중에 귀중귀 개개 개보웹 수수중주 처처최 경브, 귀중는 언운모페 귀중귀 자귀웹
취최방 수 있구감감. 귀중귀 자귀 철회는 철회 업전에 당웹가 수시최 개보 처처귀 적독구에 운영관 이미페
않최사, 귀중귀 자귀 업외귀 감다 독적 접방가 있는 경브 귀중귀 개개 개보 처처에 운영관 이미페 않구감감.
업불최 권처웹 주저중표있 소귀 2 다에 익주일 연연처최 연연중문주문.
귀중는 당웹가 귀중귀 개개 업업데웹 수수. 업이중는 것과 관관중이 개개개보보보 감독 기관에 불불관
운기방 권처가 있구감감 이액최 보이내 방당 페영귀 개개개보보보기관에 방귀중문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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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 웹사이웹 및 제 3 자 링링
Novaled 웹웹업업귀 기기 웹웹업업 링디(Facebook, Xing, LinkedIn 등)웹 업이방 추가 개보웹 얻관 수
있구감감. 링디웹 실시중있 Novaled 웹웹업업에주 방나감감. Novaled GmbH 는 방당 웹업업 또는 방당
웹업업귀 개개개보 취취방방에 아업아 운영매처 시웹중페 않구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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