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책 

최종 수정 : 2022 년 12 월 21 일 

본  쿠키  정책은  Western Digital(“Western Digital,”  “당사, ”  “당사를, ”  또는  
“당사의” )이 당사의 웹사이트 , 애플리케이션 , 이메일, 광고, 온라인 서비스 및 사용자의 
선택 사항에서 쿠키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쿠키 환경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쿠키”의 정의 

쿠키는 정보를 저장하는 웹사이트 , 이메일 , 광고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할 때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작은 텍스트 조각입니다 . 

픽셀(웹 비콘이라고도 함 )은 웹사이트 ,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 광고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되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코드 조각입니다 . 이미지 
픽셀(작은  그래픽  이미지 )과  JavaScript  픽셀(JavaScript  코드  포함) 등  다양한  유형의  
픽셀이 있습니다 . 픽셀이 포함된 위치에 액세스하면 픽셀이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삭제하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의 다른 기술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 

본 쿠키 정책에서는 이러한 모든 기술을 “쿠키”라고 합니다 . 

쿠키 유형 

당사는 콘텐츠 개인화 , 사용자 행동 이해 , 안전한 환경 제공 등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또한 쿠키를 사용하여 제 3 자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고 프로모션 캠페인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쿠키와 해당 쿠키가 수행하는 목적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사용하는 특정 웹사이트 및 서비스에 따라 당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필수 쿠키: 이러한 쿠키는 고객에게 당사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장바구니나 제품 애플리케이션 기능 제공과 같은 필수 기능을 사용 설정하기 
위해서만 필 요합니다 . 귀하가 해당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당사에서 
귀하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westerndigital.com/ko-kr/legal/privacy-statement#teconsent


  
 

  
 

 

 

 

 

 
 

   

         

           

             

          

          

          

        

       

           

         

      

• 성능  및  기능  쿠키:   이러한  쿠키는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귀하가  브라우징하는  동안  내린  선택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해당  쿠키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최적화하여  사용하기  쉽게  만들며,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당사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분석  및  사용자  지정  쿠키:   이러한  쿠키는  당사에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사용되는  방법,  마케팅  켐페인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당사의  웹사이트를  사용자  정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통합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당사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  쿠키:   이러한  쿠키는  브라우징  또는  구매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더  관련  있는  광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쿠키는  
동일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고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확인하고, 일부의  경우  사용자의  관심에  근거하여  광고를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사에서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관심에  맞도록  개인  설정된  광고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제 3 자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당사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소셜  네트워킹  쿠키:   이러한  쿠키는  타사  소셜  네트워킹  및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  당사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에서  페이지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쿠키는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3 자가 설치한 쿠키 

당사의 웹사이트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제 3 자가 설치한 쿠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전자 상거래 벤더에서 
쿠키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사가 당사의 웹사이트에 쿠키를 
설치하여 귀하의 온라인 활동 그리고/또는 제 3 자 사이트에 걸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는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및 
제 3 자 웹사이트에서 본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재마케팅과 같이 ,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쿠키 정책은 제 3 자에서 소유 그리고 /또는 운영하는 웹사이트 , 쿠키, 애플리케이션 , 
기술 또는 제 3 자의 관행 (정보 저장 또는 수집에 당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액세스하는 
경우에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 3 자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제 3 자의 개인정보 및 쿠키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 



  
 

  
 

   

          

          

             

           

   

          

 

   

   

 

  

            

         

        

            

      

     

        

 

          

              

           

           

    

 

          

        

 

 

관심 기반 광고 

당사는 제 3 자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여 당사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제 3 자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 이를 통해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를 귀하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심 기반 광고). 당사는 온라인 행동 광고(이하 
“원칙”)에 대한 광고 업계의 자체 규제 원칙을 존중하며 , 이 원칙에 참여하는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관심 기반 광고를 수신 거부하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  Digital Advertising Alliance(DAA): http://www.aboutads.info/choices/ 

•  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NAI):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 

•  유럽의  European Interactive Digital Adverting Alliance(EDAA): 

http://www.youronlinechoices.eu/ and http://www.edaa.eu/ 

선택 취소는 선택된 참가자가 더 이상 특정 타겟 광고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 (예: 참가자의 다른 고객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기술 서비스로부터 ) 
더 이상 타겟 광고를 수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사용자의 관할권에 따라 특정 추가 광고 관련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사용자 권리를 검토하십시오 . 

쿠키의 제어 및 선택 취소 

당사 웹 사이트에 대해 선택하려면 쿠키 기본설정을 방문하십시오 . 

또한, 귀하의 브라우저나 장치에서 브라우저 쿠키 설정 여부의 선택과 쿠키 삭제를 
허용하는 설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제어 및 쿠키 기본설정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 또는 장치의 도움말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쿠키를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거부 사항은 사용자가 거부한 특정 브라우저 또는 장치에만 
적용되며, 브라우저 쿠키를 삭제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http://www.aboutads.info/choices/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
http://www.youronlinechoices.eu/
http://www.edaa.eu/
https://www.westerndigital.com/ko-kr/legal/privacy-statement#your-rights
https://www.westerndigital.com/ko-kr/legal/privacy-statement#te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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