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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설정 및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소개 (Asia Pacific) 

브랜탁 그룹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브랜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법인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직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탁 데이터의 수집, 처리, 사용 및 저장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판매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텐츠 (예: 이벤트 등록,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설문조사, 뉴스레터, 광고 및 기타 전자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타 정책, 특정 프로그램, 제품, 서비스, 콘텐츠나 
업데이트 된 개인정보정책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목적 상, Brenntag, Brenntag APAC, 또는 당사/폐사가 의미하는 대상은 
Brenntag Asia-Pacific Pte Ltd, Brenntag Pte Ltd, DigiB Asia-Pacific Pte Ltd, 그리고 아래 14문항에 
나열된 법인을 나타냅니다.  

브랜탁은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서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저장 및/또는 
처리합니다. 브랜탁이 사용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개 및/또는 처리할 때 특정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지사항과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함께 읽으면 브랜탁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또는 확인(브랜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함), "브랜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수집, 사용, 공개, 저장 및/또는 처리에 동의함"을 클릭하거나 확인함으로써,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준수, 사용, 이용, 보관 및/또는 이용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약관을 통지 받았으며 본 약관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공개 
및/또는 처리에 동의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본 페이지에 게시되며, 중대 변경(해당되는 
경우 및/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귀하에게 통지되며, 귀하가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보호소에 대한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개인 정보 정책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을 보려면 자주 다시 확인하십시오. 

국가별 홈페이지 주소: 

Australia https://www.brenntag.com/en-au 

New Zealand https://www.brenntag.com/en-nz 

Indonesia https://www.brenntag.com/en-id 

Malaysia https://www.brenntag.com/en-my 

Philippines https://www.brenntag.com/en-ph 

Singapore https://www.brenntag.com/en-sg 

Thailand https://www.brenntag.com/en-th 

Vietnam https://www.brenntag.com/en-vn 

Bangladesh https://www.brenntag.com/en-bd 

India https://www.brenntag.com/en-in 

Hong Kong https://www.brenntag.com/e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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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https://www.brenntag.com/en-tw 

Korea https://www.brenntag.com/en-kr 

   플랫폼: 

https://apac.brenntag.com 

https://login.apac.brenntag.com 

본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 공개 및/또는 처리 관한 계약 및 동의 조항 
또는 기타 고지와 함께 적용되며, 당사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정책은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  

1. 적용범위  

본 개인정보정책은 사용자(귀하)에게 브랜탁 아시아 법인(이하 Brenntag, 당사, 폐사)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 및 기타 처리 목적이나 유형, 범위에 대해 고지합니다.  

(개인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특정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  

2.1 브랜탁은 인터넷 포탈 고객 인터페이스 (이하 포탈)의 운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자율적 선택이지만,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포탈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2.2 당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법률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 
및 처리합니다. (i) 계약상의 의무 수행 (ii) 당사의 합법적 이익(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귀하의 
기본 권리를 절대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ii) 법적의무를 준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제 3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사전에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만, 
귀하는 언제든 privacy.apac@digib.com or privacy@brenntag-asia.com을 통해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사유 개인정보 수집 목적  

고객서비스 당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 
설문조사 및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 고객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연락처 및 문의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예: 주문상태, 기술적이슈, 제품문의/컴플레인, 
질문, 피드백, 설문조사 답변)  

 계약상의 
의무이행 

 법적의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개선   

 효율적 운영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마케팅 및 프로모션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당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한다. (예. 마케팅, 캠페인 또는 프로모션).  

이는 해당 법률 내에서 이메일, 광고, SMS, 전화 및 
우편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 제공은 자율적 
선택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반대 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 동의  
 계약상의 의무 
이행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당사의 어떤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것을 파악 

 새로운 제품 또는 
고객의 유형을 정의  

제 3자 소셜네트워크:  당사는 귀하가 "좋아요" 
기능과 같은 제 3자 소셜 네트워킹 기능과 상호 

 사용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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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사유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작용할 때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타사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귀하와 소통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작동 방식,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타사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 
정보 고지 사항을 검토하여 차단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귀하가 관심을 
가지는 제품 및 
서비스 맞춤 제공  

 새로운 제품 또는 
고객의 유형을 정의 

개인서비스 (오프라인/온라인):  필요시 귀하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i) 개인 선호 및 취향 분석, (ii) 개인의 
니즈 파악/충족 (iii) 당사의 웹사이트 및 앱 개선 
(iv) 당사의 웹사이트 및 앱 컨텐츠와 컴퓨터 
장치의 최적화 확인 (v) 맞춤 광고 및 컨텐츠 제공, 
(vi) 고객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개인정보 제공은 자율적 선택이며, 언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주문처리:  귀하의 개인정보는 주문을 처리, 배송, 
주문상태에 대해 안내하고, 신원 및 주소확인과 
사기행위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는 
결제정보 및 특정 개인정보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계약상의 의무 
이행 

 사용자 동의 
 법적의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개선  

 효율성 향상  
 시스템 네트원크 및 
직원 보호  

 법적 의무 준수  
 

기타 (예: 내부 또는 시장 조사, 분석, 보안):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계정유지, 
내부 및 시장조사, 광고 및 캠페인의 효율성 측정과 
같은 일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Brenntag 계정이 이미 있으면, 하나의 계정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T 및 보완, 
커뮤니케이션 관리 및 운영에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합병: Brenntag 또는 일부 자산이 파산으로 인해 
다른 기업에게 인수/합병될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법적 인수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 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i)법적으로 요구될 때 
(ii)법적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iii)관할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iv) 공공의 자산, 개인, 
안전, 또는 당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v) 당사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강화를 위해  

 법적의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법적 의무 준수  
 자산 및 직원 보호  

 

2.3 귀하가 포털에 접속하면 기술적인 이유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아래 정보를 당사의 웹 서버에 
자동 전송합니다.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 접속 날짜 및 시간, 웹사이트 URL, http code, 접속파일, 정보의 양,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 그리고 운영 시스템  

2.4 상기 정보는 웹 서버에 저장되어 기술관리 및 포탈,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온라인 컨텐츠 
최적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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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하의 등록정보 (제목, 이름, 메일주소, 회사명)는 계정 및 멤버십 생성/실행,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 연락을 위해 사용됩니다. 등록정보 입력 후,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당사의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면 이메일 접속 승인이 완료됩니다. 당사는 포탈을 통해서도 귀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된 정보는 포탈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당사 포탈, 온라인 컨텐츠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2.6 당사의 협력사(서비스 제공업체, 하청업체, 공급업체), 신용정보기관, 법적 또는 
인수/합병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제 3자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처리는 권한을 승인 받은 직원 또는 
대리인이 필요 시 데이터 수집의 목적에 따라 맡아서 진행합니다. (예: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귀하의 기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춰 귀하의 정보를 
당사의 네덜란드, 독일, 또는 브랜탁/브랜탁 그룹 및 여기 명시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과는 다른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데이터 보호 법규에 따라 최소 동일한 수준으로 데이터 보호 표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프로세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쿠키 및 도구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 5-10 을 참조하십시오. "계열사"는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목적상 
Brenntag의 주식 또는 의결권 주식(50% 이상)의 과반수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 통제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법인 제휴, 공동 벤처, 신탁 또는 기타 법체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2.7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 무단 접속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보안정책을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저장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 표준을 따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송은 
불행히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으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웹 
사이트/앱을 통한 전송 중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2.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계정에 가입할 때는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비밀번호를 기밀로 유지하고 계정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로그인 ID/이메일 주소 또는 암호를 저장하지 말고 컴퓨터를 떠날 때마다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십시오. 또한, 당사 웹사이트/앱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설정 또는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9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 또는 기타 처리가 중단되면 당사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합당한 목적이 없으므로, 당사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법정 보존 
의무와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정보를 차단합니다.  

3. 법적권리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설명된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공개 및 기타 처리는 당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갖거나 사용자가 설명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만 실시됩니다. 등록 시 동의 
버튼를 선택하면 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승인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4. 데이터 주체의 권리  

4.1 귀하는 데이터에 무료로 접속 할 뿐 아니라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특정 활동에 대해 익명화, 파기, 삭제, 업데이트, 
제한/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개인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정보보호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속, 수정, 데이터제한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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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하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사용, 공개,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철회하여도, 법률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계속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4.3 경우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후에도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 일부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법률에 의해 상업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4.4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조항 4.1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에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사항 
및 연락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Cookies 

5.1 Cookies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러한 텍스트 파일은 웹 브라우저(예: Microsoft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Apple Safari)를 통해 연결한 웹 서버에서 생산한 다음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 방문 빈도를 문서화하는 등의 이유로 쿠키를 사용합니다.  

5.2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쿠키를 자동적으로 허용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쿠키 생성 및 저장을 비활성화 하거나 쿠키가 전송되는 즉시 귀하에게 알리도록 웹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쿠키가 비활성화되면 당사 웹사이트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Google Analytics 

6.1 이 웹 사이트는 Google, Inc.("Google")에서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인 Google Analytics 를 
사용하고 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의 웹사이트 사용에 대해 쿠키가 생성한 정보는 주로 
미국의 구글 서버에 전송/저장되지만, EU회원국에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IP 익명화가 활성화될 
경우, 구글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 협정의 다른 당사자들의 IP 주소의 마지막 
8진수를 잘라내거나 익명화 할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체 IP주소가 미국의 구글 서버로 
전송 및 단축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신하여 구글은 웹사이트 사용을 평가하고 운영자를 
위한 웹사이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웹사이트 활동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기타 
서비스를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6.2 구글은 사용자의 IP주소를 구글이 보유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설정하여 구글 쿠키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은 위의 섹션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en-GB 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Google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웹사이트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3 다음 링크를 통해 Google Analytics가  캡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를 방문 
할 때 향후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는 옵트 아웃 쿠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비활성화: Deactivate Google Analytics 

6.4 여기에서 사용 약관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
site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이 제공하는 다른 링크). 

6.5 이 웹사이트는 Google Analytics를 "gat.anonymizeIp()" 설정으로 초기화하여 IP 주소의 마지막 
부분(IP 마스킹)을 마스킹하여 익명 캡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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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oogle 태그 관리자  

이 웹사이트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는 마케팅 담당자가 Google 
Analytic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일 표면/인터페이스로 웹 사이트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태그 관리자 자체는 쿠키 도메인이 없고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 태그는 
다른 태그를 트리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Google 태그 관리자는 이 
데이터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또는 쿠키 레벨에서 비활성화된 경우 Google 태그 관리자를 
사용하여 구현된 모든 추적 태그에 대해 이러한 비활성화가 계속 적용됩니다. 

8. Hotjar 

8.1 이 웹 사이트는 Hotjar Ltd.에서 제공하는 분석 소프트웨어("Hotjar")인 Hotjar를 사용합니다. 
(https://www.hotjar.com/, 레벨 2, St Julian's Business Centre, 3, Elia Zammit Street, St Julian's STJ 1000, 
Malta, Europe)("Hotjar Ltd"). Hotjar를 사용하면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동작(클릭, 마우스 이동, 
스크롤 높이 등)을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추적 코드와 쿠키로 생성된 웹 사이트 방문 
정보는 아일랜드의 Hotjar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됩니다. 추적 코드는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8.2 장치별 데이터. 장치 및 브라우저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기기의 IP 주소(포착하여 익명화된 형식으로 저장) 

2. 기기 화면 해상도 

3. 기기 유형(고유 기기 식별자),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유형 

4. 지리적 위치(국가만 해당) 

5. Hotjar Enabled 사이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언어 

6. 마우스 이벤트(이동, 위치 및 클릭) 

7. 키 누르기 

8. 참조 URL 및 도메인 

9. 방문 페이지 

10.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언어 

11. 웹 사이트 페이지에 액세스한 날짜 및 시간 

8.3 Hotjar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가 당사 웹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웹 사이트 사용 
및 인터넷 분석과 관련된 사용 보고서 및 기타 서비스를 생성할 것입니다. Hotjar 는 Google 
Analytics 및 Optimally와 같은 제 3자 서비스도 사용합니다. 제 3자는 사용자가 포털을 방문할 때 
브라우저가 전송하는 쿠키 또는 IP 요청과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및 
Optimizally 데이터 저장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8.4 본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Hotjar Ltd와 Hotjar Ltd의 제 3자 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8.5 Hotjar에서 사용하는 쿠키의 "수명"은 다릅니다. 일부는 최대 365일 동안 유효하며 일부는 
현재 방문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8.6 다음 링크를 클릭하고 지침에 따라 Hotjar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otjar Op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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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uth0 

이 웹 사이트는 Auth0, Inc., 10900 NE 8th Street, Bellevue, WA 98004, US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Auth0를 사용하여 시스템 로그인을 관리하고 관찰합니다. 데이터는 미국으로 전송되어 그곳에서 
처리됩니다. Auth0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 사용 및 저장을 규제하는 EU- 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 워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https://auth0.com/privacy.   

10. SendGrid 와 Pardot 

이 웹 사이트는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도구 인 SendGrid 및 Pardot을 사용합니다. EU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SendGrid 및 Salesforce (Pardot 용)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관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SendGrid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https://sendgrid.com/policies/privacy/services-privacy-policy/ 그리고 Salesforce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lesforce.com/company/privacy/full_privacy/ 

11. 보안 

브랜탁은 기술 및 조직의 보안을 통해 무단으로 접속하여 우발적 또는 의도적인 조작, 손실, 
파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술 개발이 될 때마다 보안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12. 정책변경  

당사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면 본 정책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행과 이 정책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우리 정책의 
업데이트 나 변경 사항을 보려면 자주 확인하십시오. 

13. 데이터 보호 책임자/ APAC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총칭하여 "APAC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귀하의 신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취급, 제어, 사용 및/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각각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설명되어 있음), 당사의 APAC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요청 시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와 관련된 규정 
준수 시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14. APAC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데이터 컨트롤러 및 연락처 

아래의 APAC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의 APAC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특정 관할권과 관련된 
귀하의 데이터 보호/개인 정보 보호 관련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도록 국가 별 데이터 
컨트롤러/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이와 동등한 담당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관련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 연락처: privacy.apac@digib.com or privacy@brenntag-asia.com 
- 담당자: (APAC) 데이터 보호 담당자/APAC 개인 정보 통신원 

           (APAC) Data Protection Officer/ APAC Privacy Correspondent 

당사에 문의할 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락처 세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귀하의 정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조사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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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trollers Responsible for Data Privacy Officer – Brenntag Singapore 

DigiB Asia Pacific Pte Ltd  

29 Media Circle,  
#06-01 Alice@Mediapolis 
Singapore 138565, 
Singapore 
Contact: +65 6500 1100 
 
Brenntag Asia-Pacific Pte Ltd  
29 Media Circle,  
#10-01 Alice@Mediapolis,  
Singapore 138565, 
Singapore 
Contact: +65 6500 1100 
 
Brenntag Pte. Ltd. 
29 Media Circle,  
#10-01 Alice@Mediapolis,  
Singapore 138565, 
Singapore 
Contact: +65 6500 1100 
  

All activities ChangWei Wee  
Office Number : + 65 6309 4601 
Email:  Changwei.wee @brenntag-
asia.com 

Jutta Löwe 
Office Number : +49 201 6496 1259 
Email : jutta.loewe@brenntag.de 

 

또한 국가 별 Brenntag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경우 다음 지역 데이터 컨트롤러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각 국가의 해당 "데이터 컨트롤러"참조). 

Country Data Controller Contact Details 
Australia Brenntag Australia Pty Ltd Level 5, 10 Nexus Court  

Mulgrave 3170 
Victoria, Australia  
 

New Zealand Brenntag New Zealand Limited                             Business Address:                                               
Level 2, Building C, 602 Great South Road, 
Ellerslie, 1051 Auckland, New Zealand 
    
Registered Address:                                      
QUIGG PARTNERS, Level 7,  
36 Brandon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Indonesia PT. Brenntag Graha Pratama Building, 17th Floor, Jalan M.T. 
Haryono Kav. 15,  
12810 Jakarta Selatan,  
Indonesia 
 

Malaysia 
 

Brenntag Sdn. Bhd.   Business Address:  
Lot PT 55, 64 & 65,  
Jalan Hulu Tinggi 26/6 
Seksyen 26,  
4040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Registered Address:  
32B Jalan Awan Hijau,  
Taman Oversea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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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Data Controller Contact Details 
58200 Kuala Lumpur,  
Malaysia 
 

Brenntag Malaysia Sdn. Bhd. Business Address:  
Lot PT 55, 64 & 65,  
Jalan Hulu Tinggi 26/6 
Seksyen 26,  
4040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Registered Address:                                     
Level 21, Suite 21.0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Malaysia 
 

Philippines Brenntag Ingredients Inc. 16th Floor of Asian Star Building,  
2402-2404 Asean Drive, Filinvest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Philippines 
 

Singapore Tee Hai Chem Pte. Ltd. 25 Greenwich Drive  
Tee Hai @Tampines Logispark,  
Singapore 53397, Singapore 
 

Thailand 
 

Brenntag Ingredients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1168/98-100 Lumpini Tower,  
33rd Floor, Rama IV Road, Thungmahamek, 
Sathorn,  
10120 Bangkok, 
Thailand 
 

Brenntag Service (Thailand) Co., 
Ltd. 

1168/98 Lumpini Tower,  
33rd Floor, Rama IV Road, Thungmahamek, 
Sathorn,  
10120 Bangkok, 
Thailand 
 

Brenntag Enterprises (Thailand) 
Co., Ltd.    

1168/98-100 Lumpini Tower,  
33rd Floor, Rama IV Road, Thungmahamek, 
Sathorn,  
10120 Bangkok, 
Thailand 
 

Thai-Dan Corporation Ltd.     1168/100 Lumpini Tower,  
33rd Floor, Rama IV Road, Thungmahamek, 
Sathorn,  
10120 Bangkok, 
Thailand 
 

Brenntag Lubricants (Thailand) 
Co., Ltd. 

1168/98 Lumpini Tower,  
33rd Floor, Rama IV Road, Thungmahamek, 
Sathorn,  
10120 Bangkok,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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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Data Controller Contact Details 
 

Vietnam 
 

Brenntag Vietnam Co., Ltd. 120 Hoang Hoa Tham Street, Ward 7,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700000  
Vietnam 
            

Brenntag Vietnam Co., Ltd. 
(Hanoi Branch) 

Floor 6th, Detech Tower II Building, No.107 
Nguyen Phong Sac Street,  
Dich Vong Hau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Brenntag Vietnam Co., Ltd. 
(Dong Nai Branch) 

No. 10, Phan Dang Luu Street,  
Quarter 7, Long Binh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Vietnam 
 
 
 

Brenntag Vietnam Co., Ltd. (Bac 
Ninh Branch) 

Lot 7, TS9 Street,  
Tien Son Industrial Park,  
Hoan Son Commune, Tien Du District, Bac Ninh 
Province, Vietnam 
 

Cambodia Representative office of Brenntag 
Pte. Ltd. 

Brenntag Pte. Ltd., 
29 Media Circle,  
10-01/02 Alice@Mediapolis,  
Singapore 138565, Singapore 
 

Myanmar MY Industrial Ingredients Co., 
Ltd. or other entity to be 
nominated by Brenntag  

please send us to an e-mail or address under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Myanmar. 
 

Bangladesh 
 

Brenntag Bangladesh Ltd. Latif Tower, 6th & 7th Floor,  
47-Kawran Bazar, Tejgaon,  
Dhaka-1215,  
Bangladesh 
 

Brenntag Bangladesh Formulation 
Ltd. 

Latif Tower, 6th & 7th Floor,  
47-Kawran Bazar, Tejgaon, 
Dhaka-1215,  
Bangladesh 
 

Brenntag Bangladesh Services 
Ltd. 

Latif Tower, 6th & 7th Floor,  
47-Kawran Bazar, Tejgaon, 
Dhaka-1215,  
Bangladesh 
 

India 
 

Brenntag Ingredients India Pvt 
Ltd   

301, Ackruti Centre Point, 3rd Floor, MIDC 
Central Road, Andheri (East) Mumbai 400093, 
India 
 

Raj Petro Specialities Private 
Limited 

B-1-101 Boomerang Business Centre,  
Chandivali Farm Road,  
Chandivali, Andheri (East),  
Mumbai - 400072, Maharashtr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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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Data Controller Contact Details 
Hong Kong 
 

Brenntag Chemicals (HK) Pte Ltd 6/F, Epoch Industrial Building,  
8 Cheung Ho Street, Tsing Yi,  
New Territories, Hong Kong 
 

Wellstar Enterprises (Hong Kong) 
Company Limited 

Flat 4, 11/F, Yuen Long Trading Centre,  
No. 33 Wang Yip Street West,  
Yuen Long, New Territories,  
Hong Kong 
 

Zhong Yung (International) 
Chemical Co., Limited 

Flat 4, 11/F., Yuen Long Trading Centre,  
No. 33 Wang Yip Street West,  
Yuen Long, New Territories,  
Hong Kong 
 

Taiwan Brenntag Taiwan Co., Ltd.    4F-3, No. 2, Section 3,  
Minsheng East Road, Zhongshan District, Taipei 
City 104,  
Taiwan R.O.C. 
 

South Korea Brenntag Korea Co., Ltd. 24-4 Chanumul-ro (Galhy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South Korea 
 
You can also contact our Data Protection Officer 
in South Korea : 
Junho Eom 
Phone: +82 2 509 7901 
E-mail: junho.eom@brenntag-asia.com 
 

 
Last updated:  July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