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lvaux Design Coordination과 Finance S.A 및/또는 그 제휴사와 자회사(이하 "당
사/당사의” 또는 "Maison Delvaux")는 귀하의 개인 정보 (이하 "귀하/귀하의")를 보
호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La Maison Delvaux사는 쿠키, 태그 및 쿠
키 추적(일반적으로: 쿠키)을 사용하여 수집된 온라인상의 고객, 잠재고객과 사용
자/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보고하고 최대한 주의하여 취급합니다.
당사의 쿠키 정책 (“정책”)은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당사의 웹사이트https://www.delvaux.com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1. 쿠키에 관하여
쿠키란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을 때 귀하의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작
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쿠키는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사용했던 정보를 포함하
거나 향후에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귀하와 귀하의 디바이스를
인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쿠키에 관한 더 자세
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llaboutcookies.org and http://
www.youronlinechoices.eu.
귀하가 당사의 (모든) 쿠키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쿠키를 허용하지
않거나 지워버린다면 당사의 웹사이트 특정 기능 및/혹은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
음에 유의 하십시오. 쿠키의 비활성화 및/또는 삭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섹션 4를 참
조하십시오.
2. 어떤 종류의 쿠키를 사용하는가?
당사가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쿠키 목록입니다:
•
•
•
•

필수적인 쿠키-당사의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쿠키;
분석/성능 쿠키 - 가장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기능과 같은 웹 사이트 사용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는 쿠키입니다. 이 쿠키들은 당사 웹사이트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능 쿠키 - 웹 사이트가 귀하의 선택 사항 (귀하의 이름, 언어 또는 지역등)을 기억하
여 개선되고 더욱 개인 맞춤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쿠키;
제3자 추적 픽셀(페이스북, 핀터레스트, 트위터, 구글 애드워즈, 유튜브 및 더블클릭)
또한 다양한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이 정보는 광고
!1

캠페인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귀하의 관심 분야와 관련성이 더 높은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당사의 웹사이트에 사용된 쿠키 목록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된 쿠키, 목적, 종류 및 출처에 관한 자세한 목록을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애널리틱스 (ga, _gid, _gat, _utma, _utmt, _utmb, _utmc, _utmz et
_utmv)

목적: 이 쿠키들은 방문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는 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개선합니다. 쿠키는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웹사이트의 접속 경로, 방문하는 페이지 등. 마지
막으로, 이러한 쿠키는 귀하의 검색 분석을 바탕으로 귀하의 관심사에 더욱 근접한 광고를 제
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쿠키 소유자: 제3자;
쿠키 종류: 분석/성능 쿠키 (영구적);
정보: 귀하의 웹 사이트 사용에 대해 쿠키에서 생성된 정보는 구글이 저장하는 미국
서버로 전송됩니다. 구글의 쿠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을 참고하십시오;
쿠키 유효기간: _ga: 2년, _gid: 24시간.

목적

종류

출처

유효기간

방문 고객 측정
(방문 통계)

영구

제3자 쿠키 (구글 최대 2년
애널리틱스)

귀하는 다음 주소에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비활성화 부가 기능을 다운로드 및 설
치하여 구글이 정보 (쿠키 및 IP 주소)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
다: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en.
•

추적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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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픽셀은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방문자의
프로필 (인구 통계, 관심사 등)을 보다 이해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당사의 광고 타겟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픽셀은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합니
다. -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웹사이트의 접속 경로, 방문하는 페이지, 방문자의 행동 양식 (뉴
스레터 구독, 쇼핑 검색 등);
픽셀 추적 유효기간: 최대 2년.
이름

목적

종류

출처

페이스북 픽셀

방문 고객 측정 (방문 통
계) 및 광고 실적, 유사성
향의 고객 목록 작성, 리
마케팅

웹사이트의 스
크립트

제3자 픽셀 (페이스북
픽셀)

트위터 픽셀

방문 고객 측정 (방문 통
계) 및 광고 실적, 유사성
향의 고객 목록 작성, 리
마케팅

웹사이트의 스
크립트

제3자 픽셀 (트위터 픽
셀)

핀터레스트 픽셀 방문 고객 측정 (방문 통
계) 및 광고 실적, 유사성
향의 고객 목록 작성, 리
마케팅

웹사이트의 스
크립트

제3자 픽셀 (트위터 픽
셀)

구글 애드워즈,
유튜브 및 더블
클릭

웹사이트의 스
크립트

제3자 픽셀 (애드워즈,
더블클릭 픽셀)

•

방문 고객 측정 (방문 통
계) 및 광고 실적, 유사성
향의 고객 목록 작성, 리
마케팅

기능 쿠키
o 언어 선택

목적: 이 쿠키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언어 선택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귀하
가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할 때 생성되며, 귀하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원하는 언어를 설정하
시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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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소유자: La Maison Delvaux;
쿠키 종류: 기능 쿠키;
정보: 이 쿠키에 관한 정보는 귀하의 컴퓨터에만 저장됩니다;
쿠키 유효기간: 한 달.
•

폰트 로딩

목적: 이 쿠키는 귀하가 웹사이트에서 사용된 폰트를 올바르게 다운로드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쿠키를 사용하면 웹사이트의 텍스트 콘텐츠가 약간 개선됩니다;
쿠키 소유자: La Maison Delvaux;
쿠키 종류: 기능 쿠키;
정보: 이 쿠키에 관한 정보는 귀하의 컴퓨터에만 저장됩니다;
쿠키 유효기간: 한 달.
이름

종류

출처

유효기간

언어 선택

영구

La Maison
Delvaux

한달

폰트 로딩

영구

La Maison
Delvaux

한달

•

필수적인 쿠키
o 세션 식별자

목적: 이 쿠키는 귀하가 방문하는 동안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로 서버에서 사용
됩니다. 이 쿠키는 모든 에러 로그에서 참고로 사용됩니다;
쿠키 소유자: La Maison Delvaux;
쿠키 종류: 필수적인 쿠키;
정보: 이 쿠키의 정보는 이 웹사이트가 호스팅 되는 서버에만 공유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시
스템이나 개인이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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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유효기간: 방문 세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CSRF 토큰

목적: 이 쿠키는 양식에 포함된 정보의 교환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3자 (주로 해커)가
웹사이트의 양식을 사용하여 귀하와 서버 간 교환되는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쿠키 소유자: La Maison Delvaux;
쿠키 종류: 필수적인 쿠키;
정보: 이 쿠키의 정보는 이 웹사이트가 호스팅 되는 서버에만 공유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시
스템이나 개인이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쿠키 유효기간: 방문 세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름

종류

출처

세션 식별자

세션

La Maison Delvaux

CSRF 토큰

세션

La Maison Delvaux

4. 쿠키 컨피그레이션 설정
쿠키의 설정은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하이퍼링크는 일부 브라우
저에서 쿠키의 사용을 비활성화하거나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크롬: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en;

•

인터넷 익스플로러: https://support.microsoft.com/en-gb/help/17442/
windows-internet-explorer-delete-manage-cookies;

•

Mozilla Firefox: https://support.mozilla.org/en-US/kb/enable-and-disablecookies-website-preferences an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
delete-cookies-remove-info-websites-stored;

5. 쿠키 사용에 관한 동의 - 정책 변경
이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귀하는 본 정책의 조항을 읽었으며 위에 명시
된 대로(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 쿠키 사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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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시로 본 방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사항은 이 페이지에 게시되며, 필요
한 경우 귀하에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이 문서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 페이
지를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내용이 게시된 후에도 이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
면 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락함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마지막으로 29/10/2018 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6. 연락
이 정책에 관한 질문 의견 및 문의는 Delvaux Design Coordination 및 Finance S.A로 직
접 연락하여 7, Boulevard Louis Schmidt, 1040 Brussels, Belgium에 있는 법무 부서
책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메일 dataprivacy@delvaux.com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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