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1. 개정일 : 2019년 7월 8일
2. 개정항목

개정 전

개정 후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법

(3)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3), (4) 신설

관한 사항
- 회사는 이용자에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란 회사의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회원의 컴
퓨터로 전송되는 텍스트 파일 입니다.
- 이 쿠키는 이용자가 로그아웃(Log-out) 후, 사용 중
인 브라우저를 닫으면 PC에 저장되지 않고 자동 삭제
됩니다.
- 이용자는 쿠키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방법
: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
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의 이
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쿠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
보 → 고급
(4) Google Analystics
- 회사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Google, Inc(이하 ‘Google’)이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인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이용
자들이 회사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 및
평가하고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며, 서비스와 제품을
개선하고 맞춤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 Google Analytics는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텍
스트 파일인 ‘쿠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웹사이트 이
용 방식을 분석합니다.
Google은 쿠키를 통하여 수집된 이러한 정보를 미국
에 소재한 Google 서버로 이전하여 저장합니다.
- Google은 이 정보를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Google을 대신해서 해당 정보
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Google은 이용자의 IP주소를 Google이 보유한 다른
어떠한 데이터와도 연관 짓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별도로 Google 쿠키 이용을 거부하지 않
는 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Google 쿠키
및 Google Analytics를 통하여 생성된 모든 정보의 이
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 Google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Google Analytics 이용 거부 방법을 확인하려면
Google 사이트를 통하여 제한하거나 모든 쿠키의 저
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상기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PR@kaonmedia.com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