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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번역은 단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번역본과 영문본 간에 차이, 불일치 또는 상충이 있는 경우(특히 번역
지연으로 인해),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제목: 쿠키 고지
본문: 최종 업데이트: 2020년 7월 31일
당사는 쿠키, 픽셀 및 기타 유사한 기술(이하 "쿠키")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또는 장치를 인식하고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당사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본인 인식. 이를 통해 귀하에게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표시하고, 기타 사용자 지정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환경 설정 추적. 이를 통해 언어 및 구성 환경 설정 등 귀하가 선호하는 환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오퍼링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진단 수행.

•

사기 행위 방지.

•

보안 개선.

•

AWS 사이트 및 타사 사이트에서 광고를 포함하여 귀하의 관심사와 관련된 콘텐츠 제공(관심 기반
광고를 제공할 때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 기반 광고 고지 참조).

•

보고. 이를 통해 당사의 오퍼링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AWS 쿠키는 탐색 세션이 끝나면 삭제되고 다른 쿠키는 세션 간에 유지됩니다. 필수 쿠키는 귀하가
마지막으로 당사 사이트를 방문한 후 최대 365일 동안 귀하의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쿠키는 마지막 사용
후 최대 365일 동안 귀하의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당사가 쿠키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타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IP 주소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한 정보와 같은 네트워크 및 연결 정보

•

기기,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브라우저 플러그인 유형 및 버전, 운영체제, 시간대 설정과
같은 컴퓨터 및 기기에 관한 정보

•

기기 또는 컴퓨터의 위치

•

인증 및 보안 자격증명 정보

•

동시 스트림 및 다운로드의 기간 및 횟수를 포함하여 콘텐츠 다운로드, 스트림 및 재생 세부사항과 같은
콘텐츠 상호작용 정보

•

당사의 사이트(날짜 및 시간 포함) 및 AWS 오퍼링으로의, 이를 통한, 그리고 이로부터의 URL
클릭스트림 전부, 귀하가 열람하거나 검색한 콘텐츠, 페이지 응답 시간, 다운로드 오류, 페이지 상호작용
정보(예: 스크롤, 클릭 및 마우스 오버)

쿠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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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사이트의 쿠키 환경 설정
당사의 쿠키를 통해 필수적이고 유용한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쿠키 유형을 차단하면 귀하의
사이트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AWS 사이트의 푸터(footer)에서 쿠키 환경 설정을 클릭하여
쿠키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브라우저 쿠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 있는 '도움말' 기능은
기기에서 쿠키를 제거하는 방법, 브라우저가 새 쿠키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새로운 쿠키를 받을 때
브라우저에 알리는 방법, 쿠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및 쿠키가 만료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사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알아보려면 브라우저의 지원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일부 쿠키를 차단하거나 거부하면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는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과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환경 설정 또는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지능형 추적 방지(ITP)가 포함된 경우, 당사의
사이트에 특정한 환경 설정이 지속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설정은 당사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관리합니다.

제3자 쿠키
귀하가 당사의 오퍼링과 상호작용할 때 승인된 제3자가 쿠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는 검색 엔진,
측정 및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및 광고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3자는 귀하의
관심사와 관련된 광고를 포함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WS를 대신하여 쿠키를 사용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귀하가 AWS 오퍼링을 사용할 때 쿠키를 설정할 수 있는 제3자 목록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검토하여 이러한 제3자가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Adobe

adobe.com

Arbor Technologies

pippio.com

BlueKai

oracle.com

Dataxu

dataxu.com

Disqus

disqus.com

Drawbridge

drawbridge.com

FlashTalking

flashtalking.com

Gartner

gartner.com

Google

google.com

LinkedIn

linkedin.com

Marketo

marke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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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Math

mediamath.com

Salesforce

salesforce.com

Snapchat

snapchat.com

Tapad

tapad.com

The Trade Desk

adsrvr.org

TowerData

towerdata.com

TransUnion

iovation.com

Twitter

twitter.com

YouTube

youtube.com

또한 당사의 사이트에 제3자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귀하가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가
쿠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공식 YouTube 채널에는 YouTube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드를
사용하는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는 YouTube 동영상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쿠키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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