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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0일 

이전 버전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는 AWS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제품, 서비스, 
이벤트 및 체험(총칭하여 “AWS 오퍼링”)과 관련하여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AWS 계정과 연계된 AWS 오퍼링을 이용하는 당사의 고객들이 처리, 저장 또는 
호스팅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WS 오퍼링을 이용하는 경우에 당사가 콘텐츠를 
취급하는 방법 및 당사 고객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귀하의 AWS 
계정에 대한 귀하의 접근을 규율하는 계약 및 AWS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또는 자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유한 제품, 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 대상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이용 방법 

• 쿠키 

• 개인정보의 공유 방법 

• 개인정보의 위치 

•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 방법 

• 접근 및 선택 

• 아동의 개인정보 

• 제 3자 사이트 및 서비스 

• 개인정보의 보유 

• 연락처, 통지 및 수정 

• EU-미국 및 스위스-미국간 개인정보 보호체계(EU-US and Swiss-US Privacy Shield) 

• 특정 관할지역을 위한 추가 정보 

• 수집정보의 예 

수집 대상 개인정보 

당사는 귀하에게 AWS 오퍼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귀하가 AWS 오퍼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ws.amazon.com/privacy/20200814-privacy/
https://aws.amazon.com/compliance/data-privacy-faq/
https://aws.amazon.com/privacy/#Personal_Information_We_Collect
https://aws.amazon.com/privacy/#How_We_Use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Cookies
https://aws.amazon.com/privacy/#How_We_Share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Location_of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How_We_Secure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Access_and_Choice
https://aws.amazon.com/privacy/#Children.E2.80.99s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Retention_of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Contacts.2C_Notices.2C_and_Revisions
https://aws.amazon.com/privacy/#EU-US_and_Swiss-US_Privacy_Shield
https://aws.amazon.com/privacy/#Additional_Information_for_Certain_Jurisdictions
https://aws.amazon.com/privacy/#Examples_of_Information_Collected
https://aws.amazon.com/privacy/#Information_You_Give_Us


• 자동적 정보: 귀하가 AWS 오퍼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당사는 자동적으로 특정 유형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가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출처로부터의 정보: 당사는 서비스 제공업체, 파트너 및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를 포함한 
기타 출처로부터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타 출처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의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방법 

당사는 AWS 오퍼링의 운영, 제공 및 개선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AWS 오퍼링 제공: 당사는 AWS 오퍼링을 제공 및 전달하고 등록, 구독, 구매 및 지불을 포함한 AWS 
오퍼링 관련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AWS 오퍼링 측정, 지원 및 개선: 당사는 AWS 오퍼링의 이용 측정, 성과 분석, 오류 수정, 지원 제공,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추천 및 개인화: 당사는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AWS 오퍼링을 추천하고, 귀하의 선호를 식별하며, 
귀하의 AWS 오퍼링 이용 경험을 개인화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당사는 특정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보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AWS 마켓플레이스 판매업체들로부터 은행 계좌 
정보를 수집합니다.  

• 귀하와의 커뮤니케이션: 당사는 AWS 오퍼링과 관련하여 귀하와 여러 경로(예: 전화, 이메일, 
채팅)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귀하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마케팅: 당사는 AWS 오퍼링의 마케팅 및 판촉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사기와 남용 방지 및 신용 위험: 당사는 당사 고객, AWS 및 타인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고 적발하고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평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목적: 또한 당사는 당사가 귀하에게 통보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쿠키 

당사 및 승인된 제 3자는 당사 시스템이 귀하의 브라우저 또는 기기를 인식하고 AWS 오퍼링을 제공, 
마케팅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쿠키 및 기타 식별정보를 이용합니다. 쿠키 및 당사의 쿠키 이용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당사의 쿠키 관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방법 

당사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당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는 당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거나 최소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것에 준하는 보호 관행을 갖춘 Amazon.com, Inc. 및 Amazon.com, Inc.의 
계열사들과만 오직 아래에 기술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 제 3자가 개입된 거래: 당사는 귀하가 AWS 오퍼링에서 또는 AWS 오퍼링을 통해 제 3자가 제공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3자가 귀하의 거래에 개입된 경우 
귀하는 이를 알 수 있으며, 당사는 제 3자와 해당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AWS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판매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주문할 수 

https://aws.amazon.com/privacy/#Automatic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Information_from_Other_Sources


있으며, 당사는 귀하의 구독, 구매 또는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판매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 당사는 당사를 대신하여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 회사 및 
개인을 고용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AWS 하드웨어 배송, 커뮤니케이션 발송, 지불 처리, 신용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 평가, 정보 분석,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제공(광고 및 이벤트 관리 포함), 고객 관계 
관리 및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들에게 접근이 
허용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 양도: 당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당사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매각 또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이와 같은 거래에서 양도되는 사업 자산 중 하나이지만 (개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AWS 
내지 실질적으로 모든 AWS의 자산이 취득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정보는 양도자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당사와 타인의 보호: 당사는 법률을 준수하거나 당사의 약관 및 기타 계약을 집행 또는 적용하거나 
AWS, 당사 고객 또는 타인의 권리, 재산 또는 보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정 및 기타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는 사기 방지 및 적발 또는 신용위험 감소를 위하여 기타 
회사 및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귀하의 선택: 앞서 규정된 경우 외에도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제 3자와 공유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위치 

Amazon Web Services, Inc.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사의 계열회사는 전세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와 AWS 오퍼링 간 상호작용의 범위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보관되거나 접근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인정보를 타 관할지역에 이전할 때마다 당사는 해당 
정보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정보보호법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을 보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 방법 

보안은 AWS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당사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 당사는 당사의 보안통제를 입증하는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암호화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WS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귀하 정보의 보안을 보호합니다.  

• 당사는 신용카드 정보 취급 시 지불카드업계 정보보안표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을 준수합니다.  

• 당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공개와 관련하여 물리적, 전자적 및 절차적인 안전조치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보안 절차는 귀하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신원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접근 및 선택 

귀하는 귀하의 계정 및 AWS 오퍼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정 정보를 열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https://aws.amazon.com/compliance/programs/
https://aws.amazon.com/privacy/#Information_You_Can_Access


귀하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AWS 오퍼링은 귀하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옵션을 제공하는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특정 AWS 오퍼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보: 귀하의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 AWS 관리 콘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기록을 위해 이전 버전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당사의 판촉 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구독을 해지하거나 AWS 관리 콘솔 또는 
AWS 이메일 선호 센터에서 커뮤니케이션 선호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로부터의 인앱(in-
app) 알림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앱 또는 귀하 기기의 알림 설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쿠키 기본 설정: AWS 사이트 바닥글에서 쿠키 기본 설정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AWS 사이트에서 
쿠키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및 기기: 대부분의 브라우저 및 기기의 “도움말” 기능에는 장치에서 쿠키를 제거하는 
방법, 귀하의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서 새로운 쿠키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새로운 쿠키를 받을 때 
브라우저 알림을 받는 방법 또는 모든 쿠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판매업체 및 Amazon 파트너: 판매업체 및 Amazon 파트너 네트워크(Amazon Partner Network)의 
회원들은 AWS 마켓플레이스 및 APN 파트너 센트럴(APN Partner Central) 각각의 정보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아동은 당사가 제공하는 AWS 오퍼링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AWS 오퍼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자 사이트 및 서비스 

AWS 오퍼링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다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귀하가 해당 콘텐츠 또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때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회사의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관행에 
대해 알아보려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의 보유 

당사는 귀하의 지속적인 AWS 오퍼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세무 및 회계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포함) 또는 
귀하에게 달리 통지한 기간 동안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특정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연락처, 통지 및 수정 

AWS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Inc.의 잠재 고객 또는 현 고객의 경우, 이용하실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Inc.,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5210, ATTN: AWS Legal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account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preferences
https://pages.awscloud.com/communication-preferences.htm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account-management
https://partnercentral.awspartner.com/SiteLogin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유럽경제지역, 영국, 스위스 등 특정 관할지역을 위한 연락처 세부 정보는 아래 “특정 관할지역을 위한 
추가 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조직을 대신하거나 이를 통하여 AWS 오퍼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귀하의 조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행이 귀하의 개인정보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귀하는 귀하의 조직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의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최신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최신 버전이 게시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의 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당사가 귀하 및 귀하의 계정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행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고객들에게 변경을 통지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과거에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식의 중대한 변경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U-미국 및 스위스-미국간 개인정보 보호체계(EU-US and Swiss-US Privacy Shield)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당사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인증 당시에 
한 약정은 계속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Inc.는 EU-미국 및 스위스-미국간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동참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관할지역을 위한 추가 정보 

당사의 통제자 및 정보 보호 관리자(해당되는 경우), 특정 관할지역에 위치한 AWS 오퍼링의 잠재 고객 
및 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 

개인정보 통제자. AWS 오퍼링의 공급자가 Amazon AWS Serviços Brasil Ltda.인 경우, Amazon AWS 
Serviços Brasil Ltda.의 대표인 Juscelino Kubitschek가 AWS 오퍼링을 통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데이터 통제자이며, 그 주소는 2.041, Torre E - 18th and 19th Floors, Vila Nova Conceicao, Sao 
Paulo입니다. aws-brasil-privacy@amazon.com을 통해 Amazon AWS Serviços Brasil Ltda.의 정보 
보호 관리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당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를 기초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가 대표하는 법적 실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AWS 
오퍼링을 제공하거나 귀하의 요청에 대응하거나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정당한 이해를 보유한 경우(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방법 
참고),  

• 적법한 요청 및 명령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및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하의 권리.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당사의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개인정보의 사본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ref=hp_left_v4_sib?ie=UTF8&nodeId=202135380


• 처리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철회된 동의에 기초하여 처리된 개인 정보, 또는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처리가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해당 개인정보가 귀하의 동의나 계약에 따라, 그리고 자동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이동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단, 수집된 정보로부터 파생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동의 거절의 가능성 및 그러한 거절의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고 싶은 AWS 고객은 당사의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가 AWS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연락처, 통지 및 수정에 명시된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브라질 국립 데이터 보호 당국(Brazil’s Nati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 ANPD)의 공식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브라질 외부로의 데이터 전송.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브라질 외부로 전송할 경우, 당사는 본 
개인정보 보호 통지와 해당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및 버지니아 

이러한 추가 주별 개인 정보 공개는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과 버지니아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며 2022년 12월 30일부터 
유효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의 범주. 당사가 수집하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는 
귀하가 AWS 오퍼링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의해 확립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정보에 한합니다.  

• 귀하의 이름, 가명, 주소, 전화 번호 또는 IP 주소와 같은 식별정보, 귀하의 AWS 계정 로그인 정보 
또는 정부 발급 식별정보(예: 특정 AWS 인증 과정을 완료할 때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국가 발급 ID 번호),  

• 신용카드 번호 또는 기타 지불 정보와 같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 1798.80(e)조(subdivision (e) of 
Section 1798.80 of the California Civil Code)에 설명된 개인 정보,  

• 연령, 인종 또는 성별과 같은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분류의 특성(예: 당사가 
사용자 설문 조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 구매 활동과 같은 상업적 정보,  

• 콘텐츠 다운로드, 스트림 및 재생 세부 정보와 같은 콘텐츠 상호 작용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  

• 귀하의 음성 또는 외모와 같은 생체 정보(예: 귀하가 음성 또는 이미지 인식 서비스 시연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 귀하의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의 위치와 같이 경우에 따라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예: 당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경험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우),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https://aws.amazon.com/privacy/#Contacts.2C_Notices.2C_and_Revisions


• 전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를 포함한 오디오, 시각, 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정보,  

• 직업 또는 고용 관련 정보(예: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해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 귀하의 선호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추론 자료, 및 

• 등록 상태, 전공 분야 또는 학위, 상과 명예상 수여에 관한 정보와 같은 교육 정보.  

당사는 AWS 오퍼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또는 제 3자로부터 자동으로 귀하로부터 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의 “개인 정보 사용 방법” 섹션에 설명된 비즈니스 및 상업적 목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 정보의 범주. 지난 12개월 동안 비즈니스 목적으로 당사가 소비자에 
대해 공개한 개인 정보는 귀하가 AWS 오퍼링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의해 확립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정보에 한합니다.  

• 귀하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 번호와 같은 식별정보(예: 제 3자 운송업체를 사용하여 AWS 
하드웨어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정부 식별정보(예: 제 3자 서비스를 사용하여 귀하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신용카드 번호 또는 기타 지불 정보와 같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 1798.80(e)조(subdivision (e) of 
Section 1798.80 of the California Civil Code)에 설명된 개인 정보(예: 당사가 제 3자 결제 기관을 
사용할 경우),  

• 귀하의 연령, 성별, 인종이 표시되는 정보 또는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타 
분류(예: 당사가 제 3자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사용자 설문 조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귀하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과 같은 상업적 정보,  

•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예: 당사가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여 당사의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수집하는 경우),  

• 생체 정보(예: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AWS 서비스 시연에 귀하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 정확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예: AWS 이벤트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 3자의 이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  

• 오디오, 시각, 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정보(예: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 보증 목적으로 고객 
지원 전화 통화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  

• 직업 또는 고용 관련 정보(예: AWS 오퍼링의 일부로 검증 또는 등록을 위해 당사가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교육 정보(예: 당사가 AWS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채용 또는 인턴쉽 모집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추론 데이터(예: 당사가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용하여 귀하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비즈니스 목적으로 당사가 공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데이터 권리.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법 또는 버지니아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게 요청하거나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데이터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고자 하고 귀하가 AWS 고객인 경우, 여기에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WS 비고객이거나 
AWS 고객의 공인 대리인인 경우 여기에서, 또는 상기 연락처, 통지 및 수정에 명시된 주소로 

https://aws.amazon.com/privacy/#Personal_Information_We_Collect
https://aws.amazon.com/privacy/#How_We_Share_Personal_Information
https://aws.amazon.com/privacy/#Internet_Advertising_and_Third_Parties
https://signin.aws.amazon.com/signin?redirect_uri=https%3A%2F%2Fus-east-1.console.aws.amazon.com%2Fsupport%2Fhome%3Fregion%3Dus-east-1%26state%3DhashArgs%2523%26isauthcode%3Dtrue&client_id=arn%3Aaws%3Aiam%3A%3A015428540659%3Auser%2Fsupportcenter&forceMobileApp=0&code_challenge=k2xgcbrSF22NYXIq_NYk47-95DzdIyEpseijzwDkUlY&code_challenge_method=SHA-256
https://pages.awscloud.com/DSAR_RTF.html
https://aws.amazon.com/privacy/#Contacts.2C_Notices.2C_and_Revisions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선택한 데이터에 따라 특정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의 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요청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하여 요청을 
하는 공인 대리인인 경우, 당사는 귀하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요청할 적절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소비자에게 당사와 함께 본인 확인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 없음. 당사는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의해 정의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 민감한 개인 정보 공개. 비즈니스 목적으로 수집 및 공개하는 데이터 
범주에는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정의된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 보존 공개. 당사는 본 AWS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에 설명된 관련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허용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달리 
귀하에게 전달된 대로 AWS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캐나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보호 차별 금지 전문. 당사는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비식별 데이터 공개. AWS는 경우에 따라 비식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캐나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관련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당사의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개인정보의 사본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처리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철회된 동의에 기초하여 처리된 개인 정보, 또는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귀하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당사의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고 싶은 AWS 고객은 당사에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가 AWS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연락처, 통지 및 수정에 명시된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귀하의 권리. 귀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스타리카가 수집하고 처리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수정, 삭제, 
제한 또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AWS 코스타리카가 귀하의 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때, 귀하는 언제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AWS 코스타리카는 더 
이상 그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위의 권리 중 어떠한 것이라도 행사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아마존의 고객이라면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만약 AWS의 고객이 아니시라면 당사의 다음 주소인 Zona Franca America, Edificio C7. 600 
norte de Plaza Real Cariari, sobre la paralela a la Autopista General Cañas. San Francisco de Heredia, 
Costa Rica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https://aws.amazon.com/privacy/#Contacts.2C_Notices.2C_and_Revisions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유럽경제지역, 영국, 스위스 

개인정보 관리자(Controller of Personal Information).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이 
AWS의 제공자인 경우, AWS 오퍼링을 통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자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이며, 주소는 38 Avenue John F. Kennedy, L-1855 Luxembourg입니다.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은 또한 EEA에 위치한 Amazon Web Services, Inc.의 수권 
대리인입니다. 

 

처리. 당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를 기초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가 대표하는 법적 실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AWS 
오퍼링을 제공하거나 귀하의 요청에 대응하거나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정당한 이해를 보유한 경우(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방법 
참고),  

• 적법한 요청 및 명령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및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하의 계정이 폐쇄된 후 당사가 보관하는 정보. 

• 귀하가 계약을 종료하고 귀하의 AWS 계정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는 계정 폐쇄 후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귀하의 콘텐츠를 보관합니다. 그동안 귀하는 여전히 귀하의 청구 문서를 검색하고 
고객 지원에 연락하기 위해 AWS 관리 콘솔의 일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는 
귀하의 AWS 계정을 다시 열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의 종료 시점에, 당사는 귀하의 
계정에 남아 있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계정 폐쇄 후, 당사는 법적 및 정당한 업무상 목적으로 추가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정보를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세무 및 회계 목적으로 귀하의 연락처 정보(예: 이름, 이메일 주소, 
물리적 주소) 및 AWS가 귀하에게 보낸 여하한 청구서(예: 구매 기록, 해당되는 할인 내역, 납세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AWS는 분쟁 해결 목적으로 귀하와의 
연락 기록을 비롯하여 관련 기록들(예: 귀하의 계정 폐쇄 기록)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예를 들어 당사 서비스 오용 또는 당사 약관 위반의 경우, 사기 방지 및 보안 보장을 위해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당사의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개인정보의 사본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처리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철회된 동의에 기초한 개인 정보, 또는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처리가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해당 개인정보가 귀하의 동의나 계약에 따라, 그리고 자동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이동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단, 수집된 정보로부터 파생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문의 및 연락처.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고 싶거나 데이터 보호 관련 질문이 있는 AWS 
고객은 당사의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가 AWS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의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aws-EU-privacy@amazon.com을 통해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의 정보 보호 관리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당사의 주 감독 당국인 룩셈부르크 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또는 현지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쿠키. 당사의 쿠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EA 외부로의 전송.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EEA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약관 및 관련 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인도 

Amazon Internet Services Private Limited의 잠재 고객 또는 현 고객을 위한 당사의 우편 주소: Amazon 
Internet Services Private Limited, Block E, 14th Floor, Unit Nos. 1401 to 1421, International Trade 
Tower, Nehru Place, New Delhi, Delhi 110019, India, ATTN: AISPL Legal. 

  일본 

개인정보 관리자 

Amazon Web Services Japan G.K.가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는 주로 Amazon Web Services 
Japan G.K.(소재지: 3-1-1 Kamiosaki, Shinagawa-ku, Tokyo 141-0021 JAPAN)가 관리합니다. Amazon 
Web Services, Inc.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주로 Amazon Web Services, Inc.가 관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당사는 Amazon Web Services, Inc., Amazon Web Services Japan G.K.,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 및 기타 글로벌 법인들을 포함해 Amazon.com, Inc.이 지배하는 국내외 계열사들 및,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을 받거나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방식 이상의 보호 수준을 갖춘 방식을 따르는 
그 밖의 국제 법인과 공동으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 대상 개인정보” 및 “수집정보의 예”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Amazon Web Services, Inc.는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 정보를 관리할 주된 책임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상기 “개인정보의 공유 방법”에 명시한 범위에 국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 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당사가 AWS Marketplace의 제품 판매자 및 AWS 이벤트의 후원자와 같은 일본 국외의 제 3자와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는 수령인이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도입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제 3자가 소재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 및 이러한 국가들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및 데이터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귀하의 권리 

귀하는 관련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체 
열람 요청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당사에 문의하시거나(AWS 고객), 당사의 우편 주소인 Amazon 
Web Services Japan G.K., 3-1-1 Kamiosaki, Shinagawa-ku, Tokyo 141-0021 JAPAN, ATTN: AWS 
Japan Legal로 당사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mazon Web Services Japan G.K.의 현 고객 또는 잠재 
고객 및 일본 국내 고객이 아닌 경우).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https://pages.awscloud.com/DSAR_RTF.html
https://cnpd.public.lu/en.html
https://aws.amazon.com/legal/cookies/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말레이시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말레이시아 바하사어 번역본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나이지리아 

개인 정보 관리자. 3-5 Sinari Daranijo Street, Off Ajose Adeogun, Victoria Island, Lagos, Nigeria(“AWS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Amazon Web Services Nigeria Limited(“AWS 나이지리아”)에 제공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AWS 나이지리아가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귀하의 권리.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가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해당 개인 정보의 사본과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한다 
• 처리 기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철회된 동의에 따라 처리되거나,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 

•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개인 정보의 처리를 제한할 것을 당사에 요청한다 
• 개인 정보 처리에 반대한다 
•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수집된 정보에서 파생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의 이동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개인 정보의 처리는 귀하와의 동의 또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행된다 

• 동의 거부 가능성과 그렇게 할 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귀하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기 원하고 AWS 나이지리아 고객인 경우 여기로 문의하십시오. AWS 
고객이 아닌 경우 여기에서 문의하십시오. 

공식 채널을 통해 나이지리아 국가정보기술개발원(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특정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목적을 위한 귀하의 데이터에 대한 추가 처리를 중단합니다. 

 

  페루 

개인 정보 관리자. Av. Jorge Basadre 349 San Isidro, Lima(“AWS 페루”)에 위치한 Amazon Web 
Services Nigeria Limited(“AWS 나이지리아”)에 제공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AWS 페루는 고객, 잠재 
고객 및 공급업체와 같은 데이터 뱅크의 데이터 관리자이자 개인 데이터 뱅크 소유자입니다. 

개인 정보. AWS 페루와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는 이름, ID 카드 번호, 세금 ID, 연락처 정보(예: 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 직업, 은행 및 신용카드 세부 정보,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등의 개인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권리.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가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해당 개인 정보의 사본과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한다 
• 처리 기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철회된 동의에 따라 처리되거나,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 

https://d1.awsstatic.com/legal/privacypolicy/AWS_Privacy_Notice_Bahasa%20Malaysia_2020-08-15.pdf
https://signin.aws.amazon.com/signin?redirect_uri=https%3A%2F%2Fus-east-1.console.aws.amazon.com%2Fsupport%2Fhome%3Fregion%3Dus-east-1%26skipRegion%3Dtrue%26state%3DhashArgs%2523%26isauthcode%3Dtrue&client_id=arn%3Aaws%3Aiam%3A%3A015428540659%3Auser%2Fsupportcenter&forceMobileApp=0&code_challenge=qJD7SvS8ZXtDXWnoWuWG_vI9hvUhROYNvvF-DRHgr44&code_challenge_method=SHA-256
https://pages.awscloud.com/DSAR_RTF.html
https://aws.amazon.com/privacy/#Personal_Information_We_Collect


•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개인 정보의 처리를 제한할 것을 당사에 요청한다 
• 개인 정보 처리에 반대한다 
• 페루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제공하는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귀하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기 원하고 AWS 페루 고객인 경우 여기로 문의하십시오. AWS 고객이 아닌 
경우 여기에서 문의하거나 상기 개인 정보 관리자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공식 채널을 통해 페루 국가 데이터 보호국(Peruvian Nati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제 3자로의 전송. 당사는 Amazon Web Services, Inc.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AWS 페루의 데이터 프로세서로서 Amazon Web Services, Inc.가 데이터 호스팅, 저장 
및 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인 정보 보호 고시에 설명된 대로 페루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에 
의해 허용된 대로 Amazon Web Services Inc.(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5210,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위치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Amazon Web Services Philippines, Inc.("AWS 필리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가 
AWS 필리핀 고객인 경우 여기에서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규정 준수 책임자("COP")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AWS 고객이 아닌 경우 21st floor Arthaland 
Century Pacific Tower, 5th Avenue 1634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Philippines에 있는 DPO 및 
COP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인 정보 관리자. Wembley Square 2, 134 Solan Road, Gardens, Cape Town, 8001에 위치한 
Amazon Web Services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AWS 남아프리카”)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AWS 남아프리카가 책임을 집니다. 

귀하의 권리.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한다 
• 처리 기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철회된 동의에 따라 처리되거나,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 

• 귀하가 그러한 직접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금지된 AWS의 요청하지 않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마케팅 이외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언제든지 반대한다. 

• 해당 개인 정보 처리가 귀하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 공공 기관에 의한 적절한 공공 법률 의무의 
이행 또는 정보가 제공되는 AWS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의 추구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이 시점에서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의 처리를 중단함)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다 

•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간섭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보 규제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출한다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기 원하고 AWS 남아프리카 고객인 경우 여기로 문의하십시오. AWS 고객이 아닌 
경우 여기에서 문의하거나 상기 개인 정보 관리자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https://signin.aws.amazon.com/signin?redirect_uri=https%3A%2F%2Fus-east-1.console.aws.amazon.com%2Fsupport%2Fhome%3Fregion%3Dus-east-1%26skipRegion%3Dtrue%26state%3DhashArgs%2523%26isauthcode%3Dtrue&client_id=arn%3Aaws%3Aiam%3A%3A015428540659%3Auser%2Fsupportcenter&forceMobileApp=0&code_challenge=NWEYa499RsUilufub3YRf-fMlUpaF_SVA8dqdzOVfk0&code_challenge_method=SHA-256
https://pages.awscloud.com/DSAR_RTF.html
https://signin.aws.amazon.com/signin?redirect_uri=https%3A%2F%2Fus-east-1.console.aws.amazon.com%2Fsupport%2Fhome%3Fregion%3Dus-east-1%26skipRegion%3Dtrue%26state%3DhashArgs%2523%26isauthcode%3Dtrue&client_id=arn%3Aaws%3Aiam%3A%3A015428540659%3Auser%2Fsupportcenter&forceMobileApp=0&code_challenge=dnyOArsgoKPlnAwgR04NdyAJ3ZcmK0FOKcNk4EgqWZE&code_challenge_method=SHA-256
https://signin.aws.amazon.com/signin?redirect_uri=https%3A%2F%2Fus-east-1.console.aws.amazon.com%2Fsupport%2Fhome%3Fregion%3Dus-east-1%26skipRegion%3Dtrue%26state%3DhashArgs%2523%26isauthcode%3Dtrue&client_id=arn%3Aaws%3Aiam%3A%3A015428540659%3Auser%2Fsupportcenter&forceMobileApp=0&code_challenge=NWEYa499RsUilufub3YRf-fMlUpaF_SVA8dqdzOVfk0&code_challenge_method=SHA-256
https://pages.awscloud.com/DSAR_RTF.html


정보 규제 기관 연락처 세부 정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보 규제 기관은 JD House, 27 Stiemens 
Street, Braamfontein, Johannesburg, 2001. P.O. Box 31533, Braamfontein, Johannesburg, 
2017에 있습니다. 일반 문의는 enquiries@inforegulator.org.za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불만 
사항은 POPIAComplaints@inforegulator.org.za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한국 

AWS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방법 

AWS 는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 대상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AWS 는 한국에서 AWS 를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수탁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아래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기능 

BusinessOnCommunication Co., ltd. 대금 결제 청구 

Marketo 고객 커뮤니케이션 

NHN KCP Corp. 결제 수단 처리 및 청구 

Salesforce 고객 관계 관리 

PaymentTech 지불 수단 처리 

General Agent 국내 에이전트 

 
이벤트 관리 위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는 국외의 제 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전받는 자 이전되

는 국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전 
일시 및 
방법 

이전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Marketo 
(privacyofficer@marketo.c
om) 

미국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항목 
고객 
커뮤니케이

션 

필요에 
따라 
통신망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보유 



을 통해 
수시로 
이전됨 

및 이용 기간과 
동일함 

Salesforce 
(privacy@salesforce.com) 

미국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항목 
고객관계관

리 
필요에 
따라 
통신망

을 통해 
수시로 
이전됨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일함 

PaymentTech 
(+1-800-935-9935) 

미국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항목 
대금 결제 
청구 

필요에 
따라 
통신망

을 통해 
수시로 
이전됨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기재된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일함 

 
개인정보의 삭제 

AWS 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대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삭제합니다(귀하의 AWS 계정 폐쇄 이후의 
삭제도 포함됨).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AWS 는 개인정보의 복구나 재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준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표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삭제 방법은 삭제되는 정보, 정보의 수집 또는 
보관 방법 및 귀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 문서 또는 파일은 해당 
정보의 복구 또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비전자 문서 또는 파일은 파쇄, 소각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AWS Korea는 귀하의 지속적인 AWS 오퍼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세무 및 회계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포함) 또는 귀하에게 달리 통지한 기간 동안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특정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국내 대리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및 대표자: General Agent CO., Ltd.(대표: 김은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 가길 28, 1216 

전화번호: (02) 735 6888 

이메일 주소: AWS@generalagent.co.kr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WS 한국 개인정보보호 

이메일: aws-korea-privacy@amazon.com 

본 개인 정보 보호 고지의 한국어 번역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정보의 예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AWS 오퍼링을 검색, 구독 또는 구매하는 경우,  

• 귀하의 AWS 계정을 생성 또는 관리하는 경우(AWS 오퍼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1개 이상의 
이메일을 이용한 경우 1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음),  

• AWS 오퍼링의 환경을 설정하거나 정보 접근을 허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AWS 오퍼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 AWS 이벤트를 신청 또는 참석하는 경우,  

• AWS 마켓플레이스(또는 이와 유사한 당사 제공 플랫폼)를 통해 제 3자 제공업체의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AWS 오퍼링 또는 AWS 마켓플레이스(또는 이와 유사한 당사 제공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서 
귀하의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당사와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 설문조사, 지원 티켓 또는 기타 정보 요청 양식에 정보를 기재한 경우,  

• AWS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커뮤니티 기능에 참여하는 경우, 및 

•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AWS 오퍼링 이용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물리적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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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지불 정보,  

• 귀하의 위치에 대한 정보,  

• 귀하의 동료 또는 조직 내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같은 귀하의 조직 및 지인에 대한 정보,  

• 사용자명, 가명, 역할 및 기타 인증 및 보안 자격 증명 정보,  

• 피드백, 후기, 문의사항, 지원 티켓, 당사와의 전화 통화, 채팅 세션 및 이메일 콘텐츠,  

• 귀하가 AWS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특정 AWS 오퍼링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집되는 귀하의 
이미지(스틸, 비디오 및 일부 경우 3-D), 음성 및 기타 개인적인 식별자,  

• 정부 발행 신원 정보를 포함한 신원에 관한 정보,  

• 기업 및 재무 정보, 및 

• VAT 번호 및 기타 세금 식별자.  

자동적 정보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 귀하가 AWS 오퍼링을 방문 또는 이용하거나 AWS 오퍼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AWS 오퍼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타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  

• 귀하가 당사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 발송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및 

• 귀하가 당사와 상호작용 또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AWS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고객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당사가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같이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타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네트워크 및 연결 정보 및 귀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  

• 기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브라우저 플러그인 유형 및 버전, 운영 시스템 
또는 표준 시간대 설정과 같은 컴퓨터 및 기기 정보,  

• 귀하의 기기 또는 컴퓨터의 위치,  

• 인증 또는 보안 자격 증명 정보,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지속 시간 및 동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를 포함한 콘텐츠 다운로드, 
스트리밍 및 재생 정보 등의 콘텐츠 상호작용 정보,  

• 오퍼링 이용량, 기술적 오류 발생 정보, 진단 보고서, 귀하의 선호 설정, 백업 정보, API 콜 및 기타 
로그와 같은 AWS 오퍼링 측정 정보,  

• 당사 웹사이트 및 AWS 오퍼링과 관련된 전체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클릭스트림 
데이터(날짜 및 시간 포함), 귀하가 조회 또는 검색한 콘텐츠, 페이지 응답 시간, 다운로드 오류 및 
페이지 상호작용 정보(스크롤, 클릭 및 마우스오버 등),  

• 당사 연락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및 



• 쿠키에 포함된 식별자 및 정보(당사의 쿠키 공지사항 참고).  

기타 출처로부터의 정보 

당사가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물리적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유사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마케팅, 
판매 및 채용 정보,  

• 구독, 구매, 지원 또는 AWS 오퍼링과 관련하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예: AWS 교육 과정) 또는 
제 3자(예: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 )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상호작용 정보,  

• 유료 리스팅(예: 스폰서 링크)을 포함한 검색 결과 및 링크, 및  

•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로부터의 신용기록 정보.  

귀하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귀하가 AWS 오퍼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물리적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락처 정보,  

• 사용자명, 가명, 역할 및 기타 인증 및 보안 자격 증명 정보,  

• 귀하의 구독, 구매, 이용, 청구 및 지불 기록,  

• 지불수단 정보 및 청구 선호와 같은 지불 설정,  

• 세금 정보,  

•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및 알림 설정, 및  

• 귀하가 AWS 마켓플레이스 또는 Amazon 파트너 네트워크(또는 이와 유사한 당사 운영 또는 제공 
플랫폼)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 상태, 구독 및 기타 정보.  

고객들은 AWS 관리 콘솔(나의 계정, 청구 대시보드, 청구서, 지불방법, 지불이력, 선호 및 세금 설정 
페이지), AWS 이메일 선호 센터, AWS 마켓플레이스, 및 APN 파트너 센트럴과 같은 AWS 오퍼링을 
통해 상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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