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rollon.com의 쿠키 정책 

 본 문서에서는 본 웹사이트가 아래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기술에 관해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소유자는 본 웹사이트와 상호 작용할 때 사용자 장치에서 정보에 
 액세스하여 정보를 저장하거나(예: 쿠키를 사용하여) 리소스(예: 스크립트를 실행하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은 구별할 이유가 없는 한 본 문서에서 간단히 "트래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는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 기반 
 트래커라는 점에서 모바일 앱의 맥락에서 쿠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해당되는 특정 유형의 트래커를 특별히 나타내는 경우에만 쿠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트래커를 사용하는 목적 중 일부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한 경우에도 본 
 문서의 설명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트래커(소위 "자사" 트래커)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래커(소위 "제3자"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본 문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제3자 
 제공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트래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쿠키 및 기타 유사한 트래커의 유효 기간과 만료 기간은 소유자 또는 관련 공급업체가 정한 수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세션이 종료되면 만료됩니다. 
 아래 각각의 범주 내의 설명에 명시된 것과 별도로, 사용자는 링크된 각각의 제3자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또는 소유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수명 사양에 관해 더 정확한 최신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예: 다른 트래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본 웹사이트는 서비스의 운영이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 "기술적" 쿠키 
 및 기타 유사한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트래커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당사 웹사이트를 
 적절한 기술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대한 당사의 이익입니다(GDPR 제6조 제1항 f). 

 트래커 사용과 관련된 기타 활동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모든 트래커("경험 개선", "측정", "타기팅 및 광고" 범주 및 이들 각각의 하위 
 범주 포함)는 단지 기술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사 웹사이트를 최적화하고 귀하가 선호하는 
 것을 파악하고 추적 및 분석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래커들은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에 기초해 사용되는 것이며(GDPR 제6조 제1항 a), 이러한 동의는 당사의 동의 관리 수단을 
 통해 당사가 요청하며 귀하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 웹사이트 콘텐츠 액세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단일 (종류의) 트래커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경험 개선 

 본 웹사이트는 선호 관리 옵션의 질을 개선하고 외부 네트워크 및 플랫폼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  외부 플랫폼 콘텐츠의 표시 



 이 유형의 서비스를 통해 귀하는 외부 플랫폼에서 호스팅하는 콘텐츠를 본 웹사이트의 
 페이지에서 직접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서비스가 설치된 
 페이지에서 웹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비디오 위젯(Google Inc.) 

 YouTube는 Google Inc.가 제공하는 비디오 콘텐츠 시각화 서비스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Vimeo 비디오(Vimeo, LLC) 

 Vimeo는 Vimeo, LLC.가 제공하는 비디오 콘텐츠 시각화 서비스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Google 지도 위젯(Google Inc.) 

 Google 지도는 Google Inc.가 제공하는 지도 시각화 서비스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Google Site Search(Google Inc.) 

 Google Site Search는 Google Inc.가 제공하는 검색 엔진 임베딩 서비스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Xing(New Work SE) 

 Xing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개인의 기본 데이터, 사진, 
 장소) 

http://www.google.it/intl/en/policies/privacy/
https://vimeo.com/privacy
https://www.google.it/intl/en/policies/privacy/
https://www.google.com/policies/privacy/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LinkedIn(LinkedIn Ireland Ulimited Company) 

 LinkedIn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이며, 본 웹사이트가 그 페이지상에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개인의 기본 데이터, 사진,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측정 

 본 웹사이트는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트래픽 측정 및 사용자 행동 분석을 위해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  분석 

 본 섹션에 포함된 서비스는 소유자가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cs(Google Inc.) 

 Google Analy�cs는 Google Inc.(“Google”)이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입니다. Google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본 웹사이트의 이용을 추적/검사하고,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다른 Google 서비스와 공유합니다. 
 Google은 자체 광고 네트워크의 광고를 맥락화, 개인화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Google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Google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귀하가 로그인하지 않고 
 당사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Google은 귀하의 당사 웹사이트 방문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귀하의 Google 계정에 연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거부하기  . 

 Google Ads conversion tracking(Google Inc.) 

 Google Ads conversion tracking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장소에 따라 Google LLC 또는 
 Google Ireland Limited가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로, Google Ads 광고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본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연결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Google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HubSpot Analy�cs(HubSpot, Inc.) 

https://privacy.xing.com/de/datenschutzerklaerung
https://de.linkedin.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en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ubSpot Analy�cs는 HubSpot, Inc.가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HubSpot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HubSpot은 당사 웹사이트를 서핑할 때 귀하의 활동을 당사가 
 처리하는 귀사 관련 데이터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당사는 귀하의 과거 당사 웹사이트 사용 및 고객 기록을 이용해 귀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당사 웹사이트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거부하기  . 

 ●  익명 분석 서비스 

 본 섹션에 포함된 서비스는 소유자가 제3자 트래커를 사용하여 익명 형식으로 분석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익명 IP를 이용하는 Google Analy�cs(Google Inc.) 

 Google Analy�cs는 Google Inc.(“Google”)이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입니다. Google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본 웹사이트의 이용을 추적/검사하고,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다른 Google 서비스와 공유합니다. 
 Google은 자체 광고 네트워크의 광고를 맥락화, 개인화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oogle Analy�cs 통합은 귀하의 IP 주소를 익명화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기타 체약국 내의 IP 주소를 단축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IP 주소가 미국 내 Google 서버로 전송되어 단축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Google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이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익명화됩니다.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거부하기  . 

 타기팅 및 광고 

 본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행동에 기초해 개인화된 마케팅 콘텐츠를 전달하고 광고를 운영, 제공, 
 추적하기 위해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  광고 

 이 유형의 서비스는 광고 전달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아마도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본 웹사이트상에서 배너 및 기타 광고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모든 개인 데이터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 및 사용 
 조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서비스 중 일부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쿠키 또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행동 재타기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관심과 행동(본 
 웹사이트 외부에서 탐지한 것 포함)에 맞춘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초 취급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egal.hubspot.com/privacy-policy
mailto:privacy@hubspot.com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hl=en


 아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절 기능과 별도로 사용자는  Network Adver�sing Ini�a�ve 
 opt-out page  를 방문하여 거절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휴대폰의 장치의 광고 설정 또는 전체 광고 설정 등 장치의 설정을 통해 
 일정한 광고 기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Google Ad Manager(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Ad Manager는 Google Ireland Limited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 본 문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부 광고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의 추적을 거절하기 위해 
 Youronlinechoice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의 데이터 사용을 이해하려면  Google의 
 파트너 정책  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본 웹사이트의 사용 및 제공되는 광고,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하는 “DoubleClick” 쿠키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Google Ad Se�ngs  으로 이동하여 모든 DoubleClick 쿠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Google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된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아일랜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  재마케팅 및 행동 타기팅 

 이 유형의 서비스는 본 웹사이트와 그 파트너들이 사용자의 과거 본 웹사이트 사용에 기초해 
 광고를 알리고 최적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활동은 사용자 데이터 추적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트래커 사용을 통해 촉진되며, 그러한 
 정보는 다시 재마케팅 및 행동 타기팅 활동을 관리하는 파트너들에게 이전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이메일 주소 목록에 기초해 재마케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절 기능과 별도로 사용자는  네트워크 광고 이니셔티브 거절 
 페이지  를 방문하여 거절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휴대폰의 장치의 광고 설정 또는 전체 광고 설정 등 장치의 설정을 통해 
 일정한 광고 기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Google Ads Remarke�ng(Google Inc.) 

 Google Ads Remarke�ng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장소에 따라 Google LLC 또는 Google 
 Ireland Limited가 제공하는 재마케팅 및 행동 타기팅 서비스로, 본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Google Ads 광고 네트워크 및 DoubleClick 쿠키와 연결합니다. 

 사용자는 Google의  광고 설정  을 방문하여 광고 개인화를 위한 Google의 쿠키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미국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거부하기  .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c=1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c=1
http://www.youronlinechoices.com/
https://www.google.com/policies/privacy/partners/
https://www.google.com/policies/privacy/partners/
https://adssettings.google.com/authenticated?hl=en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c=1
http://optout.networkadvertising.org/?c=1
https://adssettings.google.com/authenticated
http://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www.google.com/settings/ads/onweb/optout


 Google Ad Manager Audience Extension(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Ad Manager Audience Extension은 Google Ireland Limited가 제공하는 
 재마케팅 및 행동 타기팅 서비스로, 본 웹사이트 방문자를 추적하며 선정된 광고 파트너들이 
 웹 전반에 걸쳐 이들에게 타깃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IP 주소, 장소) 

 처리 장소: 아일랜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거부하기  . 

 Google Display & Video 360(구, Doubleclick Bid Manager) 

 본 웹사이트상에서 당사는 Google LLC(주소: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의 Display & Video 360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당사의 
 마케팅 수단 및 당사 웹사이트를 개선할 목적으로 분석, 마케팅,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Display & Video 360는 광고 노출과 광고 클릭을 당사 웹사이트의 후속 사용과 
 연결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당사 광고를 본 인터넷 
 사용자가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여부 또는 어던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광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사는 
 수집된 데이터(예: 보았던 제품)를 이용해 관심 기반 광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가명 온라인 ID 번호(예: 쿠키 IP 또는 IP 주소)가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고유한 사용자 관련 데이터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용하는 모든 ID를 통해 귀하의 단말기 장치 및 귀하의 웹 브라우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당사 웹사이트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등록된 데이터를 Google에 등록된 사용자의 본 웹사이트 방문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이 귀하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를 클릭한 후 Google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s://privacy.google.de/intl/de/take-control.html?categories_ac�veEl=sign-in 
 귀하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상에서 Google의 데이터 수집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h�ps://support.google.com/ads/answer/739599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Manager(구, DoubleClick by Google) 

 이 웹사이트는 Google의 Campaign Manager 온라인 마케팅 도구를 계속 사용합니다. 
 Campaign Manager는 관련성 있는 광고를 표시하고 캠페인 성과 보고서를 개선하며 
 사용자가 동일한 광고를 2회 이상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Google은 쿠키 
 ID를 사용해 어떤 광고를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았는지 판단하여 광고가 두 번 이상 표시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Campaign Manager는 광고 조회수와 관련된 전환(conversion)을 
 탐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Campaign Manager 광고를 
 보고 나중에 광고를 게시한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Google에 따르면 Campaign Manager 쿠키에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에 기초해 귀하의 브라우저는 Google 서버와 직접 연결을 자동으로 
 구축합니다. 당사는 이 도구를 사용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도와 이후의 활용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가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Campaign 
 Manager 통합을 통해 Google은 당사 웹사이트의 특정 영역에 접속했다는 정보 또는 
 당사의 광고 중 하나를 클릭했다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인 경우, Google은 그러한 방문을 사용자의 계정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Google에 등록되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귀하의 IP 주소를 입수하여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https://adssettings.google.com/authenticated#display_optout


 저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Campaign Manager(DoubleClick Floodlight) 쿠키를 통해 당사는 
 Campaign Manager(DoubleClick Floodlight)를 통해 귀하가 Google이나 기타 플랫폼에 
 있는 당사의 디스플레이/동영상 중 하나에 접속하거나 이를 클릭한 후 당사 웹사이트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Manager는 이 쿠키를 
 사용하여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파악하여 당사가 나중에 
 귀하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귀하는 a)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의 환경 설정 구성, 특히 제3자 쿠키 차단(제3자 공급업체의 
 광고를 수신하지 않게 함), b) www.googleadservices.com 도메인의 쿠키를 차단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함으로써 쿠키의 전환 추적 
 비활성화하기(h�ps://www.google.de/se�ngs/ads)(쿠키를 삭제하면 이 설정도 
 삭제됩니다), c) h�p://www.aboutads.info/choices 링크를 통해 공급업체의 관심 기반 
 광고 비활성화하기(이는 자체 규제 캠페인 "About Ads"의 일부이며, 쿠키를 삭제하면 이 
 설정도 삭제됩니다), d) h�p://www.google.com/se�ngs/ads/plugin 링크에서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Google 크롬 브라우저에서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기, e) 쿠키 설정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추적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웹사이트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는 h�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42293?hl=ko의 “Campaign 
 Manager 비활성화를 위한 익스텐션”, “설정 표시”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쿠키 또는 귀하의 웹사이트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Google이 
 수집,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Manager에 관한 상세 정보는 h�ps://www.google.de/doubleclick을, 그리고 
 구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상세 정보는 
 h�ps://www.google.de/intl/de/policies/privac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Network 
 Adver�sing Ini�a�ve(NAI) 웹사이트(h�p://www.networkadver�sing.org)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기본 설정 관리 및 동의 제공/철회 방법 

 트래커와 관련된 기본 설정을 관리하고, 해당되는 경우 동의를 제공하거나 철회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트래커의 사용 또는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자신의 장치 설정 내에서 직접 트래커와 관련된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근거로 트래커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언제나 쿠키 고지 내의 기본 설정을 
 이용하거나, 제공되는 경우 관련 동의 설정 위젯을 통해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동의를 
 제공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브라우저나 장치의 기능을 통해 이전에 저장된 트래커(사용자의 최초 동의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는 쿠키 포함)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저의 로컬 메모리 내의 다른 트래커들은 검색 기록을 지움으로써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트래커의 경우, 사용자가 트래커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표시된 거절 링크(제공되는 경우)를 사용하거나 해당 제3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 설정 검색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아래의 주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Google Chrome 
 ●  Mozilla Firefox 
 ●  Apple Safari 
 ●  Microso� Internet Explorer 
 ●  Microso� Edge 
 ●  Brave 
 ●  Opera 

 또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의 광고 설정 또는 일반적인 추적 설정 등 장치의 설정을 통해 
 거절함으로써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는 일정한 범주의 트래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장치의 설정을 열고 관련 설정을 보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 업계별 거절 방법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YourOnlineChoices  (유럽연합),  Network  Adver�sing 
 Ini�a�ve  (미국),  Digital Adver�sing Alliance  (미국),  DAAC  (캐나다),  DDAI  (일본)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용자는 대부분의 광고 
 도구에서 자신의 트래킹 기본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본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별도로 사용자가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디지털 광고 연합(Digital Adver�sing Alliance)은  AppChoices  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관심 기반 광고를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 및 데이터 처리자 

 Rollon S.p.A. Via Trieste 26 20871 Vimercate (MB) C. Fiscale e P. Iva 05999150963 Cap. 
 Sociale € 11.365.026,00 REA MB-1857623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이메일 주소)는 dpo@rollon.com입니다. 

 소유자 연락 이메일:  privacy@rollon.com 

 본 웹사이트를 통한 제3자 트래커의 사용은 소유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제3자 트래커에 
 대한 특수한 언급은 참고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완전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각의 본 
 문서에 열거된 제3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적 기술이 객관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en&p=cpn_cookie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enable-and-disable-cookies-website-preferences
https://support.apple.com/guide/safari/manage-cookies-and-website-data-sfri11471/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vista/block-or-allow-cookies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4027947
https://support.brave.com/hc/en-us/articles/360022806212-How-do-I-use-Shields-while-browsing
https://help.opera.com/en/latest/web-preferences/#cookies
http://www.youronlinechoices.eu/
https://www.networkadvertising.org/understanding-digital-advertising
https://www.networkadvertising.org/understanding-digital-advertising
https://www.aboutads.info/consumers/
https://youradchoices.ca/understanding-online-advertising/
http://www.ddai.info/optout
https://youradchoices.com/appchoices


 정의 및 법률 용어 

 개인 데이터(또는 데이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개인식별번호 포함)와 연결하여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용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각 공급업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전제로, 본 웹사이트(또는 본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제3자 
 서비스)를 통해 자동 수집된 정보에는 본 웹사이트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URI(통합 자원 식별자) 주소, 요청 시간, 서버에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응답으로 
 수신하는 파일의 크기, 서버의 응답 상태(성공적인 성과, 오류 등)를 나타내는 숫자 코드, 출신 국가, 
 사용자가 이용하는 브라우저의 기능 및 운영 체제, 다양한 방문 시간 내역(예: 애플리케이션 내의 각 
 페이지에서 사용한 시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따른 경로에 관한 내역 및 방문한 페이지의 순서에 
 대한 특별한 참조, 기타 장치 운영 체제 및/또는 사용자의 IT 환경에 관한 매개 변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개인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데이터 주체와 일치합니다. 

 데이터 주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연인. 

 데이터 처리 수탁자(또는 데이터 감독자) 

 데이터 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당국, 기관, 기타 기구 

 데이터 처리자(또는 소유자)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본 웹사이트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보안 조치를 포함해 개인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방법을 판단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당국, 기관, 기타 기구.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데이터 처리자는 본 웹사이트의 소유자입니다. 

 본 웹사이트(또는 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수단. 

 서비스 

 관련 약관(제공되는 경우) 및 본 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 명시되어 있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럽연합(EU)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문서에서 유럽연합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현재의 모든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이 포함됩니다. 

 쿠키 

 쿠키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데이터로 구성되는 트래커입니다. 

 트래커 

 트래커는 예컨대 쿠키, 고유 식별자, 웹 비콘, 내장 스크립트, e-태그 및 지문 등 사용자 장치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을 말합니다. 

 법적 정보 

 본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규정 Regula�on (EU) 2016/679(일반 데이터 보호법) 제13/14조 등 
 다수의 법령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 내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오직 본 웹사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