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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쿠키 고지문은 Western Digital(“Western Digital,” “당사,” “당사를,” 또는 “당사의”)이 당사의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및 사용자의 선택 사항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쿠키”의 정의
쿠키란 웹 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짧은 문자열 정보입니다. 쿠키는 컴퓨터,
휴대폰 및 기타 장치에서 식별자 및 기타 정보를 저장하고 수령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됩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기타 기술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에서 귀하의 웹 브라우저 또는 장치에
저장하는 데이터, 귀하의 장치 및 유사한 용도의 기타 소프트웨어(웹 신호 및 픽셀 태그 등)와
관련된 식별자가 포함됩니다. 본 쿠키 고지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기술을 “쿠키”라고 지칭합니다.

쿠키의 유형
당사는 콘텐츠 개인 설정, 광고 제공 및 측정, 사용자 행동 이해, 그리고 더 안전한 환경 제공과 같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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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쿠키는 고객에게 당사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바구니나 제품
응용 프로그램 기능 제공과 같은 필수 기능을 사용 설정하기 위해서만 필 요합니다. 해당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당사에서 귀하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성능 및 기능 쿠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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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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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당사의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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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쿠키: 해당 쿠키는 브라우징 또는 구매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더
관련 있는 광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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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당사의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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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에서 설치하는 쿠키
당사의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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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사이트에 걸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및 타사 웹사이트에서 본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재마케팅과 같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쿠키 고지문은 타사에서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웹사이트, 쿠키, 응용 프로그램, 기술 또는
타사의 관행(정보 저장 또는 수집에 당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액세스하는 경우에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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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사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타사의 개인 정보 및 쿠키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인터넷 기반의 광고
당사는 타사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여 당사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타사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를 귀하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심 기반 광고). 당사는 광고 업계의 온라인 행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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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urope, the European Interactive Digital Adverting Alliance (EDAA):
http://www.youronlinechoices.eu/ and http://www.edaa.eu/

쿠키 제어 및 옵트아웃

귀하의 브라우저 또는 장치에서 브라우저 쿠키 설정 여부의 선택과 쿠키 삭제를 허용하는 설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어 및 쿠키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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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Track(추적 금지)
일부 브라우저에는 “Do Not Track”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Do Not Track” 신호를 처리하거나 신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쿠키 정책에 설명된 표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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