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vacy Policy Statement 
We, UBM Korea Corporation, take individual privacy seriously. This Statement explains our 

policies and practices. 

We respect your privacy and we will use our reasonable endeavour to: 

 to implement computer, physical and procedural safeguards to reasonably protect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personal data we collect; 

 to limit the personal data collected to the minimum required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permit only properly trained, authorized employees to access personal data; 

 not to disclose your personal data to external parties unless you have agreed, we are 

required by law or any lawful request of any enforcement agencies or we have previously 

informed you. 

 

1. Information collection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you and to fulfill the purposes set out in the next 

paragraph, we may collect certain information when you register with us or communicate 

with us. In the process, we may als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f individual contact 

persons of companies or their employees. As stated in the registration form, some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mandatory and some of them you may provide voluntarily. If 

specific mandatory information is requested but not supplied, we may be unable to provide 

the requested service. We only retain personal data for so long as it is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purposes set out in the next paragraph. 

Period of Use and Retention of Personal Data  

In principle, we will promptly destroy personal data in our possession once we achiev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Howe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ersonal data 

will be retained by us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s specified below.  

Retention under Company Policy  

Record of Illegal Activity 

Purpose: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y  

Period: 1 year  

 

Use of Information 

Purpose:  



 

Processing applications for exhibiting at or visiting our trade fairs  

 Facilitating and enhancing our operations by incorporating the personal data into our 

database and conducting analysis, research and auditing based on the personal data  

 Promoting and notifying you of our trade fai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events or trade fairs organised by our affiliates and joint venture partners. 

 Distributing publications and research materials of our company  

 Marketing our services or products  

 If necessary, facilitating legal proceedings, including collecting overdue amounts to 

implement computer, physical and procedural safeguards to reasonably protect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personal data we collect; 

Period: 5 years  

 

Retention und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f required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E-Commerce and 

oth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we will retain personal data for the period specified under 

such laws and regulations. In such case, we will use personal data only for the purpose of retaining 

such data. The retention periods are as follows.  

 

Records on Contracts or Cancellation of Orders  

Purpose: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E-Commerce  

Period: 5 years  

 

Records on Payment and Goods and Services  

Purpose: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E-Commerce  

Period: 5 years  

 

Record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Purpos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Period: 5 years  

 

Records on Consumer Disputes and Resolution  

Purpose: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E-Commerce  

Period: 3 years  

 

Records of Website Visits  

Purpose: Communications Secrets Law  

Period: 3 months  

 

Procedure and Method for Destruction of Personal Data  

In principle, we will promptly destroy personal data in our possession once we achiev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The process and means of destroying personal data are as 

follows. 

 

Procedure  



 

Personal data will be transferred to a separate database (or separate document file for paper 

documents) and destroyed after storage for a certain period pursuant to our internal policy 

o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please refer to the provisions on retention and use period). 

Such personal data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Method  

Personal data that has been printed on paper will be shredded through the use of document 

shredder or incinerated.  

Personal data stored in electronic file form will be deleted by using technical means that will 

not allow data recovery. 

 

2. Use of information 

The purposes for which information may be used by us include: 

 processing applications for exhibiting at or visiting our trade fairs 

 facilitating and enhancing our operations by incorporating the personal data into our database 

and conducting analysis, research and auditing based on the personal data 

 promoting and notifying you of our trade fai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events or 

trade fairs organised by our affiliates and joint venture partners 

 distributing publications and research materials of our company 

 marketing our services or products 

 if necessary, facilitating legal proceedings, including collecting overdue amounts 

 

Direct marketing 

We may use your personal data, including your name, email address and physical address to 

conduct direct marketing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and invitation to our trade fai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events or trade fairs organised by our affiliates and joint 

venture partner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our services via fax, email, direct mail, 

telephone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or send e-newsletters to you. We will not so 

use your personal data unless we have received your consent to the said intended use. You 

may choose not to receive promotional materials by simply telling us through the below 

contact details, and we will cease to do so, without charge. 

 

3. Disclosure / Transfer of Data 

We will keep the personal data we hold confidential but may provide or transfer the personal 

data to: 

 our agents, advisers, auditors, contractors, and service providers in connection with our 

operations or services for facilitating and enhancing our operations and conducting analysis, 

research and auditing based on the personal data 



 

 our overseas offices, affiliates, joint venture partners, which are also exhibition organiser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direct marketing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and invitation to 

our trade fai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persons to whom we are required to make disclosure under applicable laws in or outside Korea 

 you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www.akei.or.kr) for attendance check as part of their domestic exhibition 

certification system. 

 

Provision of data for direct marketing 

Please note that we intend to provide the personal data we collected, including your name, 

email address and physical address to our overseas offices, affiliates, joint venture partners, 

which are also exhibition organisers, for use in direct marketing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and invitation to their trade fairs and events. We will not so provide your personal data for 

the said purposes unless we have received your written consent to the aforesaid intended 

provision. 

 

4. Cookies 

When you browse our website, cookies may be stored in your computer's hard drive. We use 

cookies to personalise your use of our website and to operate the service areas. You have a 

choice not to accept cookies, but if you do certain functionality may become unavailable. 

5. Security 

In general, your Personal Data is kept confidential and is only accessible by authorised 

personnel. Personal data stored electronically are password-protected. Encryption technology 

is used on our secured web areas. We recommend that you do not divulge your User Login 

Name and Password to anyone. Our personnel will never ask you for your User Login Name 

and Password in an unsolicited phone call or in an unsolicited e-mail. Remember to sign out 

of your Account and close your browser window when you have finished your session with 

the Website. You are responsible for all activities that occur under your User Account and 

Password. 

 

6. Hyperlinks 

Our websites may include links to external sites, including sites of members, third parties and 

"co-branded" sites. Links to external sites do not imply any endorsement of such sites (or any 

products or services offered thereon) by us or any warranty or guarantee of any information 

provided thereon. We disclaim and exclud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external site 

for which a link is provided and this Privacy Policy shall not apply to any such site. Please refer 

to the privacy policies of the other websites. 

 



 

7. Changes 

Any changes to this Privacy Policy Statement will be posted on this webpage and effective 

immediately on the posting date. 

 

8. Transfer of Data Overseas 

We will generally hold your data on our servers in Korea. However, we may transfer it to our 

overseas offices elsewhere in the world or to any of the people listed at paragraph 3 above, 

who may be located elsewhere. 

 

9. Your consent and right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check whether we hold personal data about you and to access such data 

 to require us to correct inaccurate data 

 to ascertain our policies and practices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and the kind of personal data 

held by us. 

 

Please send requests to access or correct data, to cease communications, and questions or 

complaints to: 

UBM Korea Corporation 

8/F, Woodo Bldg., 214, Mangu-ro, Jungnang-gu, 

Seoul 02121, Republic of Korea 

Tel: + 82 2 6715 5400 Fax: + 82 2 432 5885 

E-mail: sfh-info@ubm.com 

We may charge a reasonable fee for processing a data access request. 

If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of this Statement, the English 

version prevails. 

 

mailto:sfh-info@ubm.com


 

개인정보 처리방침 

당사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당사의 방침과 

실무를 설명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당사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비밀성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컴퓨터, 물리적 그리고 절차적 

보호조치의 시행: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한정; 

 오직 적합하게 훈련되고, 승인 받은 임직원만이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 

 만일 귀하가 동의하였거나, 당사가 법률 또는 사법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의하여 요구 받거나, 당사가 

사전에 귀하에게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당사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 

 

1. 정보의 수집  

귀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 항목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등록하거나 당사와 연락을 할 때 특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 또한 당사는 

회사의 개개인 연락 담당자 또는 그들의 임직원의 개인정보, 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직책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서류 양식에 기재되어 있듯이, 요청되는 정보 중 일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 일부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필요한 특정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당사는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당사는 오로지 다음 

항목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만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원칙적으로, 당사는 당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카테고리의 개인정보는 아래에 명시한 기간 동안 당사가 보유합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보유 

불법행위의 기록 

목적:  불법행위의 방지 

기간:  1 년 

 

정보의 이용 

목적: 

 전시회의 전시 또는 방문을 위한 신청서의 처리  



 

 개인정보를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시킴으로써 당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향상시키며, 

개인정보에 기반한 분석, 리서치 및 조사를 시행 

  한국 및 전세계의 당사 전시회와 당사의 계열회사 및 합작 파트너가 주최하는 이벤트 또는 

전시회에 대하여 귀하에게 프로모션 및 홍보 

 당사의 발행물 및 리서치 자료의 배포 

 당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의 마케팅 

 필요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 청구 등 법적 조치의 시행 

기간: 5 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법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그 정보를 보유할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보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주문 철회 기록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5 년 

 

지급,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5 년 

 

전자금융거래 기록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기간:  5 년 

 

소비자 분쟁 및 해결에 관한 기록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3 년 

 

웹사이트 방문 기록 

목적:  통신비밀보호법 

기간:  3 개월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원칙적으로, 당사는 당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개인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문서 기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 파일)로 이전되고 당사의 내부 

방침 또는 해당 법령 (보유 및 이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된 후에 파기됩니다. 

그러한 개인정보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없습니다. 

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세단되거나 소각됩니다. 

전자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데이터 복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삭제됩니다. 

 

2. 정보의 이용 

당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시회의 전시 또는 방문을 위한 신청서의 처리 

 개인정보를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시킴으로써 당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향상시키며, 

개인정보에 기반한 분석, 리서치 및 조사를 시행 

 한국 및 전세계의 당사 전시회와 당사의 계열회사 및 합작 파트너가 주최하는 이벤트 또는 

전시회에 대하여 귀하에게 프로모션 및 홍보 

 당사의 발행물 및 리서치 자료의 배포 

 당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의 마케팅 

 필요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 청구 등 법적 조치의 시행. 

직접 마케팅 

당사는, 귀하에 대한 팩스, 이메일, 우편, 전화 및 그 밖의 연락 수단을 통하거나 전자 뉴스레터를 보냄으로써 

한국 및 전세계의 당사 전시회와 당사의 계열회사 및 합작 파트너가 주최하는 이벤트 또는 전시회에 대한 

프로모션과 초대 그리고 당사의 서비스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하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주소 등의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사가 위와 같은 이용 의사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이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하는 단지 당사에 아래 



 

연락 사항을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프로모션 자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고, 당사는 비용 청구 없이 

그러한 일을 중단할 것입니다. 

3. 정보의 공개 / 이전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지만, 아래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향상시키며, 개인정보에 기반한 분석, 리서치 및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업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의 대리인, 자문인, 감사, 하청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한국 및 전세계의 당사 전시회에 대한 프로모션 및 초대와 관련한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전시회 주최자인 당사의 해외 지사, 계열회사 및 합작 파트너에게 

 한국 또는 해외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직접 마케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당사는 당사가 수집한 귀하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역시 전시회 주최자인 당사의 해외 

지사, 계열회사 및 합작 파트너에게 그들의 전시회 및 이벤트에 대한 홍보 및 초대와 관련한 직접 마케팅에 

있어서 그들이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가 위 제공 

의사에 대하여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4. 쿠키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볼 때, 귀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쿠키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귀하에게 맞추고, 서비스 영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쿠키를 이용합니다. 

귀하는 쿠키를 수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특정한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보안 

일반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승인받은 인력에 의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로 보호됩니다. 암호화 기술은 당사의 보안 웹 영역에서 이용됩니다. 

당사는 귀하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하의 이용자 로그인 이름과 비밀번호를 밝히지 아니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의 인력은 귀하에게 요청하지 않은 전화 통화 또는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에서 귀하의 이용자 로그인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귀하에게 요청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하가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세션을 

마칠 때, 귀하의 계정에서 로그 아웃하고 브라우저를 닫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6. 하이퍼링크 

당사 웹사이트는 회원들, 제 3 자 및 “공동 브랜드”사이트 등의 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당사에 의한 그러한 사이트 (또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승인 내지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장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링크가 제공된 외부 사이트에 대한 책임 또는 책무를 배제 또는 면책하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러한 사이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은 웹페이지에 게시되고 게시일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8. 정보의 해외 이전 

당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 당사 서버에 귀하의 정보를 보관합니다. 다만, 당사는 전세계 여러 지역의 당사 

해외 지사 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위 제 3 조에 열거한 대상자에게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동의 및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당사가 보유한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의 확인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할 권리 

 당사에게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와 관련된 당사의 방침 및 실무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종류를 확인할 권리. 

정보에 대한 액세스 또는 정정, 연락 중지 요청과 질문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주) 

대한민국 021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 층 

전화: + 82 2 6715 5400 팩스: + 82 2 432 5885 

이메일: sfh-info@ubm.com 

당사는 정보 액세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 간에 차이가 있으면, 영어 버전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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