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온온 개온개개 개보 개보
최최 업업업업: 2014년 4월 21일. 업 버버버 2007년 4월 1일일 작작작 버버버 버전 내내내
대대대대대.
이 온온온 개온개개 개 보개보보 대대 동동
업 사업업사 Musco Sports Lighting, LLC(업이 “Musco" 또사 “당사”)가 소소 및 운운이사
사업업사대대. 귀이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내 참참이사 Musco 웹사업업 또사
서서서서 사내이사 경경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버 적내내 받받 됩대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버 개보일 명명작 개온 개개버 수수, 사내 및 공개일 대대 적내됩대대.
귀이가 업 사업업서 사내이사 경경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일 동버동내 버의대대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일 명명작 바바 같업 귀이버 개온 개개서 수수, 사내 및
공개이사 것일 동버이동 않사 경경 업 사업업서 즉명 최료이료 업 사업업서 사내이동
마마명마.
귀이버 물물적 위위가 업 사업업서 보서호이사 서버버 물물적 위위바 대서 수 있있있, 업
사업업일 제제제제제 사업업일서 수수이사 개온 개개가 수수, 사내, 버전 또사 저저제사
물물적 위위가 귀이버 물물적 위위, 사업업서 보서호이사 서버버 물물적 위위, 또사 귀이버
물물적 위위 및 사업업 보서호 서버버 물물적 위위 모모바 대서 수 있있대대. 업 사업업서
사내이사 것버 의미 또사 버전전 대다 미가일서 개온 개개서 수수, 사내, 버전 또사 저저(통통
“처물”)이사 업 동버동내 버의대대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일 명명작 바바 같업
버 전전버 어어일서어 귀이버 개온 개개서 처물이사 것일 동버이동 않사 경경 업 사업업서
즉명 최료이료 업 사업업서 사내이동 마마명마.
이 온온온 개온개개 개 보개보보 관대 질질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일 관대 문버사문업 있제제 개보버 서서 사사내 요요이요서
legal@musco.com있으 업이일내 개내제제 대다 주소으 문버이명문 바바대대.
Attn: Jim Hansen
100 1st Avenue West
P.O. Box 808
Oskaloosa, IA 52577
이 온온온 개온개개 개 보개보동 효효 발발발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버 2014년 4월 21일일일 적내됩대대.
개온개개 개보개보 공 공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버당사 사업업버 특개 운영일 관관 공동 (업이 "개온개개
개보개보 공동")서수명으 받명이게 개보 또사 수개수 수 있있대대. 예서 들어, 사업업버
특개 페업동일 대당 페업동일서 수수이사 개온 개개일 관관 전일개개바 그그관 개개가
필요관 업소 및 당사가 대당 개개서 사내이사 방방일 관관 귀이버 선선사문업 제바 있사
개온개개 개보개보 공동가 포동수 수 있있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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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온온 개온개개 개 보개보동 변변
Musco사 사버 공동 없업 언제언동 업 사업업일 수개작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내
받명이게 개보내 업업업업이제제 수개수 수 있사 권물서 개소대대대. 업그관 변경버 당사
사업업일 개개작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내 받명관 업이일 수수제사 개온 개개일
대대서대 적내됩대대. 업그관 변경 이 귀이가 당사 사업업서 사내이사 것버 개개작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업 받명작 이 업 사업업서 통대 수수제사 모언 개온개개가 개개작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 참문버 적내내 받받받일 동버동내 버의대대대.
귀이일받 업그관 변경일 대대 알물문 위대 새으운 효효 발발일 업이 최소 30일 동동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 상상일 공동서 받명이료 알알개문 쉽어쉽 변경작 일부업 강참
표명됩대대. 연연 개개가 변경제사 등버 사소관 변경업제제 개보 내내일 관관 설명 일부업
변경제사 것 같업 실제 내내내 관전없사 변경업 알아 관, 변경일 대대 알물문 위대 새으운
효효 발발일 업이 30일 동동 당사 홈페업동 및/또사 업 사업업버 관관 페업동일어 공동서
받명대대대.
홈페업동 이상 및/또사 업 사업업버 관관 페업동일서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있으
표명작 링링서 클클이서 언제언동 최대 버버버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내 확온수 수
있있대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버 사사내 온인이게 개관수 수 있있대대.
당사가 수집하는 개개
귀귀귀 스스스 제제귀제 정정. 귀이가 당사버 사업업서 사내이서서 개개 제공 사실내
온동관 상상일서 자발적있으 제공이사 개온 개개, 예서 들어 개개 요요 양양 페업동서 통대
질문 및 버의내 제제수 때 또사 구구 동지서서 제제수 때 귀이가 제공이사 개개가
수수됩대대.
귀귀귀 웹 브브브브브 통통 전전전제 정정. 귀이버 웹 브온경저서 통대 자동있으 버전작
개개가 수수됩대대. 업그관 개개일사 개통 귀이버 IP 주소, 귀이가 당사 사업업일
액전서액내 때 방문액방 웹 페업동 주소, 귀이가 사내이사 운운전제 업이(예: Windows®
또사 Macintosh®), 브온경저버 업이 및 버버(예: Netscape® 또사 Internet Explorer®), 방문
날날 및 명시업 포동됩대대. 버전제사 개개사 귀이버 웹 브온경저 설개일 따온 대다대대.
브온경저서 통대 버전제사 개개버 소유업제 설개내 변경이사 방방일 대대 알알개요서
브온경저서 확온이마명마.
브온경저일서 버전제사 개개서 통대 귀이서 개온적있으 양식이동 않있대대. 업바 같버
개온내 양식수 수 없사 개개사 사업업서 개선이료 사업업 방문자들업 사내이사 문기내
보호작업 향상제어쉽 이사 통전 자료서 작작이사 업 주으 사내됩대대. 그그제 귀이가 Musco
웹사업업일 방문액내 때사내자 양식 개개서 작작액제제 당사일서 개보 업이일버 링링서
클클이게 Musco 웹사업업일 액전서이사 경경 귀이버 웹 브온경저일서 버전작 개개서
귀이버 개온 양식 개개바 연연수 수 있있대대. 또관 개동 목적있으 당사 서버 으그서 검검수
수 있있대대(예: 당사 네업네링 침사 감동). 범범 활동활업 버의제사 경경 방문자버 IP
주소서 포동관 서버 으그서 업그관 개개서 사내이게 개온내 양식이료 활동 내내내 추적수 수
있사 대당 수사문관내 공소수수 있있대대.
M-1704-koKR-1

2

쿠쿠 및 기기 웹 기기기 사사귀사 수수전제 정정. 대다 게그 상업적온 사업업바 마마가동으
“쿠쿠” 및 업바 소사관 문기내 사내이게 개개서 수수이료 사업업서 관물대대대. 쿠쿠쿠
웹 서버일서 사내자버 이하 하온업브일 설위이사 작버 텍서업 파일사대대. 쿠쿠서 사내이게
컴컴일 프으그프내 설위이제제 귀이버 컴컴일일 바업그서서 침침명침 수 없있대대. 당사사
전세 쿠쿠 및 동지유 쿠쿠, 모 가동 소유버 쿠쿠서 사내수 수 있있대대.
전세 쿠쿠사 귀이가 당사 사업업일 액전서수 때 귀이버 컴컴일일 무작위으 발작제사 료소
양식 번보서 수당대대대. 전세 쿠쿠사 브온경저서 닫있서 대료됩대대. 일일적있으 전세
쿠쿠사 방문자들업 사업업서 사내이사 방방일 관관 개개(방문 페업동, 방문자들업 사내이사
링링, 각 페업동일서 머문 명시(통통 “클클서업클 업업일”))서 수수이사 업 사내됩대대.
전세 쿠쿠사 귀이가 당사 사업업바 상보 작내이문 쉽어쉽 대하사 업일어 사내수 수
있있대대. 당사사 클클서업클 업업일서 귀이버 개온 양식 개개바 연연이동 않있대대.
당사사 또관 동지유 쿠쿠서 사내수 수 있있대대. 업그관 쿠쿠사 브온경저서 닫알어
대료제동 않료 대료일업 제제제 귀이가 쿠쿠서 삭제수 때때동 컴컴일일 전지 남알 있있대대.
당사사 컴컴일일 전지 남알 있사 료소 양식자서 수당동있으할 귀이가 업 사업업서 방문액내
때버 업버 선선 내내 및 호경 설개 업업일데업서서 발작수 수 있있대대. 업서 통대 당사사
귀이가 당사 사업업서 사내수 때 귀이버 필요일 맞사 호경내 제공수 수 있있대대, 또관
귀이버 컴컴일일 전지 남알 있사 료소 양식자서 수당이서 당사사 사업업 방문자 수, 재방문
빈어, 명시 경내일 따다 사업업 사내 변변 및 당사 프으모세 활동버 효내일 관대 개대 명확관
설명내 제공수 수 있있대대.
전세 쿠쿠제 동지유 쿠쿠으사 귀이서 개온적있으 양식수 수 없있대대. 그그동대 귀이가
Musco 웹사업업일 방문액내 때 사내자 알업어서 작작액제제 당사일서 개보 업이일버
링링서 클클이게 Musco 웹사업업일 액전서이사 경경 당사사 귀이버 쿠쿠일서 수수작
개개서 귀이버 개온 양식 개개바 연연수 수 있있대대.
쿠쿠서 수대이동 않있요서 브온경저일서 쿠쿠 설위서 허내이동 않제제 컴컴일일 쿠쿠가
설위수 때 알클업 표명제어쉽 설개수 수 있있대대. 사업업일서 제가사 즉명 쿠쿠서 삭제수
수어 있있대대. 당사 사업업서 방문수 때 쿠쿠 설위서 허내수 필요사 없동대 브온경저일서
쿠쿠 설위서 허내이동 않어쉽 설개이서 사업업버 일일 특특 및 문기내 사내수 수 없받
됩대대.
당사사 쿠쿠 외일어 “웹 서비” 및 대다 웹 문기내 사내이게 사업업 및 업이일내 관물수 수
있있대대. 웹 서비버 적버 내용버 컴컴일 코하사대대. 웹 서비버 웹 페업동 방문자 수서
전사 업 사내수 수 있있있 방문자가 당사일서 개보 업이일내 열열사동 알요알대대. 당사사
웹 서비 및 대다 웹 문기내 사내이게 수수작 개개서 개온 양식 개개바 연연수 수 있있대대.
당사의 추가적인 개개 사사 방방
Musco사 업 사업업서 통대 수수작 개온개개서 대다 내어으 사내수 수 있있대대. 귀이가
요요관 개개, 제제 및 서서서 제공; Musco 및 그 전열사일서 제공이사 제제 및 서서서일 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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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 제공; Musco 제제 및 서서서바 관관작 설문 참사 초대 이일 개내문; 당사 사업업서
방문수 때 방문자일 맞받 개온변작 비콘콘 및 광료 표명;당사 제제 및 서서서버 개선; 사업업
개선, 제제 및 서서서 마마호 개선; 료고 및 잠재 료고버 요구사문내 관의사일 대관 업대
향상; 특개 개온개개 개보개보 공동서 통대 귀이일받 공개이사 문기 모언 내어
당사사 또관 료고 서서서, 사문 예방 및 귀이가 관의내 개일 것있으 발각제사 개개 및 제동내
제공이사 등 문기 사업 목적일 귀이가 제공이사 개온 개개서 사내수 수 있있대대.
개개 공공 대대
당사 웹사웹웹 및 기타귀 정보. 당사사 선버으 방법(또사 방지 명명업제 소호저)일 따온
공개이사 것업 적적이대료 판상제사 경경, 가기관 범범(예: 사문 또사 ID 어내)버 예방 또사
수사, 당사 사업업버 사내일 적내제사 업내이관 또사 문기 전이버 명시, Musco, 당사버
사내자 및 기온버 권물, 재재 또사 동버내 개보이문 위대 업 사업업서 통대 수수작 개온
개개서 공개수 수 있있대대.
영영 양양. 당사 사업업일 제제작 개개사 Musco 및/또사 그 전열사버 자재업있 당사버
개상적온 운업 문쉽버 일일으 됩대대. 귀이버 개온 개개사 매각, 대합, 참구 재재작, 대재
또사 요재버 연내으 Musco버 주양 또사 자재내 온수관 대다 회사(전열사업제제 관관 없사
제3자),당사 전열사 또사 당사버 운운 일문있으 양어수 수 있있대대. 그그관 개개 양어가
발발이사 경경, 개개서 온수이사 회사가 귀이버 개온 개개서 사내수 때 전지 업 온온온
개온개개 개보개보 및 적내 가기관 개온개개 개보개보 공동버 적내내 받받 됩대대.
서서스 공급자. 당사 대대 서서서서 수시이사 회사 및 참구(예: 당사일 웹보서호내 같버 동지
동지 서서서서 제공이사 회사) 또사 당사버 제제 및 서서서 마마호 회사)내 업 사업업서 통대
수수작 개온 개개서 공소수 수 있있대대. 당사가 서서서 공공 제3자바 개온 개개서
공소이사 경경, 업그관 서서서 공공자사 당사 대대 서서서서 수시이료 개온 개개버 문기작내
개보이문 위대 당사가 대당 업전바 공소이사 개온 개개서 사내대사 대대대.
입사 지지서. Musco일 사사 동지서서 제제이사 경경, 작명, 주소, 버변번보, 업이일 주소,
주주등쉽번보, 운버 서허면 번보 및 경효내 포동(업일 미관제동 않다)관 개온 개개서
제공대사 대대대. Musco일서 구보일 관대 문버이사 내내버 업이일내 개보 경경 업효서,
자문 소개서 및 업이일일 포동작 개온 개개가 수수됩대대. 당사사 어어 경경일제 귀이버
경효 및 선보사문업 당사버 채내 공료 내내내 일위이사동 판상이문 위대 귀이가 제제관 개온
개개(통통 “채내 개개”)서 사내대대대. Musco 구지업 가기관 채내 문회바 관관이게
귀이일받 연연내 하드 수 있있대대. 당사사 온구 통전통적 동향내 파파이문 위대 수수작
개개서 버전적있으 부분이사 것내 포동이게 구온 및 채내 내어으대 귀이버 채내 개개서
사내대대대. 당사사 귀이버 채내 개개서 마마호 목적있으사 사내이동 않있대대. 당사버
구온 및 구지 채내내 동지이어쉽 료내관 The Palmer Group일 귀이버 채내 개개서 제공수 수
있있대대. The Palmer Group버 전이일 따온 채내 개개버 문기내 소동이료 구온 활동내
관관작 내어으대 그그관 개개서 사내대사 대대대. The Palmer Group 구지업 Musco버 채내
문회바 관관이게 귀이일받 연연내 하드 수 있있대대. 귀이일받 적적대 개업사 채내 공료가
없내 경경, The Palmer Group일서 Musco 외일 귀이가 관의업 있내 수 있사 대다 구보일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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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서 제공이사 업이일내 개보 수 있있대대. 당사사 The Palmer Group버 제제, 서서서 또사
업업일 관물, 또사 The Palmer Group 웹사업업 비콘콘 또사 그 개확작일 대대 검사이제제
평가수 보활내 동동 않있있, 업일 대대 알무아 개면어 이동 않있대대.
웹이이이 귀의 귀의 제제및 문귀. 당사일 업이일으 문버이사 경경 귀이버 작명, 주소, 업이일
주소 및 귀이가 업이일일서 제공관 대다 개개가 수수됩대대. Musco일서 수대관 업이일 문버
내내버 문기업 알아 것있으 시주됩대대. 업 사업업서 통대 Musco일서 수대관 모언 문버
또사 자료사 Musco가 상단있으 소소대대대. Musco사 어어관 개상보어 동공이동 않료 활버
재용일 따온 어어관 내어으언 그그관 문버 또사 자료서 자소자받 사내수 수 있있대대.
업그관 개개사 대다 개개바 동함 재수제어 Musco버 마마호 내어으어 사내수 수 있있대대.
개개동 업업이업, 수개 또또삭삭.
당사사 Musco으일일 이일 수대내 중상이문으 관 귀이버 선선내 존중대대대. 업 경경 당사가
개보 업이일일 동내작 대으 이일링 목쉽일서 귀이버 업이내 삭제이사 방양있으 당사일
알요주명문 바바대대.
개보
당사사 수수관 개온 개개버 주감작일 적적관 개동 수수내 제공이문 위대 대물적온 주버
참위서 취대대대. 서쉽 당사가 개온 개개가 무상있으 사내제제제 공개제동 않어쉽 개보이문
위관 대물적온 참위서 취이문사 이동대 당사사 온일인내 통대 제공제제제 당사
업업일데업서일 저저작 개개버 개동내 개저수 수사 없있대대.
삭3자
자 운운 사이업보 대대 링링
업 사업업사 제3자가 운운이사 웹사업업버 링링서 포동수 수 있있대대. 당사사 업그관 회사
또사 개온버 제제, 서서서 또사 업업일 관물, 또사 대당 웹사업업 비콘콘 또사 그 개확작일
대대 검사이제제 평가수 보활내 동동 않있있, 업일 대대 알무아 개면어 이동 않있대대.
귀이사 당사가 제3자 사업업버 시동, 제제 및 비콘콘일 대대 어어관 보활업제 버무어 가동동
않다내 온개이있 업일 동버대대대. 귀이사 웹사업업서 사내이문 버일 적내 가기관 업내이관
및 개보내 검검대사 대대대. 업 사업업일 제3자 사업업버 링링가 포동작 것업 언공작
사업업일 대관 당사버 개면내 버의이동사 않있대대.
13세
세 미미 어어이
업 사업업사 13전 의대버 어어업사 대상있으 이동 않있대대. 당사사 당사버 사업업서
업내이게 13전 의대 어어업으일일 료버으 개온 개개서 요요이제제 업들내 대상있으
마마호내 수시이동 않있대대. 귀이버 연명업 13전 의대온 경경 어어관 개온 개개어
사효이동 마마명마. 13전 의대 어어업가 당사 사업업일 개온 개개서 제공관 사실내 알받
제사 경경 당사사 당사 업업일데업서일서 그그관 개개서 삭제이문 위관 대물적온 참위서
취대대대.

M-1704-koKR-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