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form Privacy Statement

본 정책은 브이이코리아주식회사 및 모회사인 Ve Global UK Limited (이하 “Ve”)의 전자상거래 지원
기술 (이하 “기술”)에 해당 됩니다.
Ve의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Ve 고객사의 온라인 사용자 (이하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작성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VeKorea@ve.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Ve 기술은 고객사의 온라인 사이트 (이하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들에게 사이트 및 이메일 등의 경로를 통하여 맞춤형
홍보 기능을 제공 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 Ve는 주로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익명성 정보를 수집하며, Ve 제휴사들로부터 그
활용에 관하여 적법성을 보장받은 사용자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수집 정보
Ve는 사용자가 사이트 또는 앱에 직접 입력을 하고, 마케팅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이트 또는 앱 접속 시, Ve는 고객사 동의 하에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또는 앱의 특정 상품에 해당하는 URL 및 활동 (조회 한 상품 및 구매 한 상품
등)

•

쿠키 (cookie), 비컨 (beacon), 태그 (tag), 그리고 익명성 모바일 식별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의
디바이스, 브라우저 및 운영시스템 정보, IP (internet protocol) 주소, 모바일기기의 고유번호, 사이트
및 앱으로 소개를 준 타 URL 주소, 사이트 및 앱의 접속 시간

Ve에서는 위의 정보들을 “로그 데이터”라고 지정합니다.

Ve는 사이트 내의 활동 (즉, 사이트 및 앱 내에서의 고객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활동)과 사이트 외의
활동 (즉, Ve의 기술로 제공 된 이메일 전송 서비스에 대한 이메일 열람, 이메일 내의 특정 구역 클릭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Ve의 기술 활용 시, 고객사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 정보 및 활동 정보가 Ve와 같은 제3자들에게 수집,
가공 및 활용이 될 것이라는 고지가 필요하십니다.

제3자 제공 정보
Ve는 쿠키 동기화 (“cookie synching”)라는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방안을
통하여 회사의 제휴사와 수집 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합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사에게 다수의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플랫폼의 정보 활용 방안을 확보 해 드림으로써
고객사의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효과를 증대 해 드립니다.
Ve의 제휴사로부터 제공 받는 정보들은 타 사이트 및 앱의 활용 정보들입니다.

Ve 기술을 통하여 수집 된 정보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회사는 일반 사용자의
관심사항, 사용자 기기의 대략적 위치 그리고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 여부에 대한 정보 및
추측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정보 및 추측의 근원이 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화 되어 보관 됩니다.

수집 된 정보의 활용
Ve는 수집 된 정보를 회사의 기술의 운영, 관리, 유지 및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사 사이트 및
앱의 사용자들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 향상을 지원합니다.

Ve의 모든 고객사의 사이트 및 앱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 제공 정보 및 해쉬드 이메일
정보와 취합하여 사용자들이 어떠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그리고 어떠한 온라인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 지에 대해 파악을 합니다.
Ve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인터넷 및 앱 전반에 거친 지원,
사용자 관심 정도가 높은 온라인 광고 구매, 사이트 사용자의 참여 증대, 그리고 유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Ve의 성과조회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사 사이트 및 앱에 도입 된 Ve 기술의 성과를 조회할 수 있고, 관련
보고서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성과와 관련 된 로그 데이터 (Ve를 통하여 이루어진 온라인 구매 전환 정보 및 해당 정보의 뒷받침
되는 이메일 주소와 주문정보 포함)를 고객사 내부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 또한 해당 경로를 통해 연락을 허용한 사용자들에 한해서 고객사의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정보 제공에 활용 됩니다.

Ve와 관련 된 사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매매되고 법적으로 명시될 경우 사용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Ve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될 경우, 고객사 사용자 정보 또한 양도 될 자산의 일부입니다.

또한, 다른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Ve의 서비스 사용 조건 및 관련 계약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그리고 Ve 및 Ve의 고객사 및 제휴사의 권리, 자산 또는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시에도 고객사
사용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 방지 또는 신용 위험성 감소 등의 목적이 포함 됩니다.

특정 제3자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에게도 고객사 사용자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제휴사, 공급사 및 하청업체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사의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특정 정보가 광고회사 또는 광고네트워크사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식별정보는 공유되지 않지만, 고객사 사용자들의 합산 정보는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30대 미만 남성 500명이 특정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였음이라는 정보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합산 정보는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특정 집단군에 광고 노출을 위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

Ve 기술 향상을 위하여 정보분석회사 및 검색엔진 서비스제공회사에게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전송
글로벌화 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 정보는 거주 중인 국가 외에 타 국가 또는 사용자가 Ve 고객사의
글로벌 사이트 및 글로벌 온라인 자산 방문 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자 정보는 유럽 또는 미국과 같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 되는 지역 및
국가에게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보 보관 기간

수집 된 정보는 그 목적을 위해 수집 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사용자 관련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보관이 되는 로그 데이터는 합산 통계치로만 보관이 됩니다.

고객사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Ve 기술을 통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사용자 이메일은 고객사와
조정 및 확인을 위해 30일 이상 보관이 됩니다.

쿠키 및 기타 익명성 식별 정보 활용
쿠키의 정의
쿠키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 하드드라이브에 저장 되는 문자 및 숫자로 구성 된
파일입니다.
쿠키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사에게 맞춤형 Ve 기술을
지원합니다.

Ve는 또한 쿠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휴대용 기기 식별번호, 즉 Apple사의 IDFA와 Android 기기의
Advertising ID 등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 역시 데스크탑 및 노트북 컴퓨터와 활용 되는 쿠키와 동일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주요 쿠키에 대한 정보
Ve는 다음의 쿠키를 활용합니다.

•

타겟팅 쿠키. 타겟팅 쿠키는 Ve 고객사의 사이트에 사용자 방문, 사이트 내의 페이지 조회 및 클릭을
한 URL 링크를 기록합니다. 이 정보를 통하여 고객사 사이트 및 사이트 내에 (또한, 사용자들이 다른
사이트 및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 영역에도) 광고가 사용자에게 관심 사항이 높은 정보를
노출되도록 합니다.

•

광고 쿠키. Ve는 사용자 관심과 연관성이 높은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쿠키를 활용합니다. 또한,
retargeting 광고 노출을 위해 쿠키를 활용합니다. 모든 경우 개인식별 정보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Ve의 광고 쿠키 트래킹 비활성화를 원하시는

사용자는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의 목록에서 “Ve”을 “Off”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http://www.ve.com/kr의 하단에 “VeAds 옵트인 설정 변경을 원하세요?”에서
Opt Out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아래 목록에서 Ve가 사용하는 쿠키 및 설명을 확인 하십시오.

쿠키 도메인

쿠키명

쿠키 설명

Ve 또는 제3자 쿠키구

유효기

분

간

익명성 식별 번호가 부여 됩니다. 관심을 가질 수
Veinteractive.com

_ngid

있는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익명성 상품 코드를
익명 사용자에게 연결 해 주기 위해 사용 됩니다.

Ve

1년

Ve

1년

Ve

한시간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익명성 식별 번호가 부여 됩니다. Ve 고객사
사용자의 익명 정보를 AppNexus 광고 플랫폼에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저장 되어 있는 익명 정보와
Veinteractive.com

_ssid

“동기화”를 위해 사용 됩니다. 이는 Ve 기술의
일부인 VePanel 정보와 VeAds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Veinteractive.com

ae2f069-d2724373-a18bc2d803a98d7
Session ID

Ve 고객사 사이트 및 앱 방문 기간 (session) 정보
수정을 위해 사용 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익명성 식별 번호가 부여 됩니다. Session 기간을
Veinteractive.com

_trid

30일로 연장하기 위해 사용

Ve

30일

제3자: AppNexus

3개월

제3자: AppNexus

1일

제3자: AppNexus

3개월

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제3자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사용됩니다. 특정
Adnxs.com

anj

쿠키가 Ve의 제휴사와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를
구분 합니다. 동기화를 통해 Ve 제휴사 보유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온라인 광고 제휴사 플랫폼에 사용

Adnxs.com

sess

됩니다. “1”이라는 단일 값이 부여가 되고, 특정
브라우저가 쿠키를 허용하는 지 식별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제3자 온라인 광고 제휴사 플랫폼에 사용됩니다.
브라우저와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 된 값이 부여 됩니다. 특정 성향의 광고 및

Adnxs.com

Uuid2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 과거에 노출 된 광고 등
고객사 및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와 부합이
되고 Ve가 보관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Ve
고객사의 광고 노출 방안, 광고의 효과, 그리고
광고에 대한 과금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비식별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쿠키는 고객사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비식별
정보가 포함된 쿠키와 “동기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용자가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탈퇴 기능을 제공합니다.
Ve의 제3자 DMP (data management platform)에서
go.flx1.com

id

활용하는 쿠키입니다. DMP에서 사용 되는 쿠키
ID가 부여 됩니다. ID 동기화를 통해 Ve의 DMP로

제3자: FLX

2년

제3자: FLX

2일

하여금 제3자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Ve의 제3자 DMP (data management platform)에서
활용하는 쿠키입니다. 특정 쿠키 ID의 제3자
go.flx1.com

Ans3,
check,dbm1,r

DMP와 동기화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됩니다. 쿠키 ID 동기화를 통해 Ve의 DMP로 하여금
제3자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Ve의 제3자 온라인 광고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에서

dc.flxads.com

data

활용하는 쿠키입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어떠한
상품이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사용 됩니다.

제3자: FLX

익명성 식별 번호가 부여 됩니다. Ve 시스템
a.volvelle.tech

ouuid

내에서 특정 사용자 확인을 위해 사용 됩니다.

Ve

1년

Ve

1년

제3자: theTradedesk

1년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구성 된 timestamp가 부여
a.volvelle.tech

ouuid_last_updat
e

됩니다. 사용자가 Ve 시스템 내에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집 되지 않습니다.
제3자 온라인 광고 제휴사 플랫폼에 사용됩니다.
브라우저와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 된 값이 부여 됩니다. 특정 성향의 광고 및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 과거에 노출 된 광고 등
고객사 및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와 부합이

.adsrvr.org

TDID

되고 Ve가 보관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Ve
고객사의 광고 노출 방안, 광고의 효과, 그리고
광고에 대한 과금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비식별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쿠키는 고객사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비식별
정보가 포함된 쿠키와 “동기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용자가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탈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3자 온라인 광고 제휴사 플랫폼에 사용
됩니다. 특정 쿠키 ID의 Ve 제휴사 동기화 여부
.adsrvr.org

TDCPM

확인을 위해 사용 됩니다. 쿠키 ID 동기화를 통해

제3자: theTradedesk

1년

제3자: theTradedesk

5년

제3자: Bidtheatre

1년

제3자: DBM

2년

제3자: Chango

1년

Ve의 광고 플랫폼으로 하여금 제3자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srvr.org

TTDOptOut

adsby.bidtheatre.co
m

__kuid

doubleclick.net

_gads, DSID, FLC,
AID, TAID,
exchange_uid

특정 사용자가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탈퇴
기능을 제공합니다.
Bidtheatre의 서버 측 데이터스토어의 사용자 정보
조회를 위해 활용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Google의 최신 쿠키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ogle.com/policies/technologies/types
/
제3자 온라인 광고 제휴사 플랫폼에 사용됩니다.

chango.com

_vt

브라우저와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 된 값이 부여 됩니다. 특정 성향의 광고 및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 과거에 노출 된 광고 등
고객사 및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와 부합이
되고 Ve가 보관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Ve
고객사의 광고 노출 방안, 광고의 효과, 그리고
광고에 대한 과금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비식별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쿠키는 고객사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비식별
정보가 포함된 쿠키와 “동기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용자가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탈퇴 기능을 제공합니다.

법의 준수 및 자율 규제
브이이코리아주식회사는 European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EDAA”) 회원이며 EDAA Self-Regulatory
Principles를 준수합니다.

쿠키와 모바일 식별자 탈퇴
사용자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를 비활성화, 차단,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쿠키 설정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모든 쿠키를 차단 하여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접속하는 사이트 속성의 일부 또는
모두를 활용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쿠키를 비활성화, 차단 또는 삭제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
또는 장치의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브라우저의 정보에 대한 안내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Firefox

또한, EDAA opt out 사이트에서 특정 쿠키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Ve의 쿠키 차단 경우, Ve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확인 쿠키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설정합니다. 차단 정보
또한 쿠키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제3자 쿠키 허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장치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모두 개별 차단을 해야합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Apple iOS와 Google Play 비활성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차단 시, 그 정보가 개별 앱에게 통보가 되고, 재활성화는 모바일 기기의 개인정보
설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

Ve는 본 정책을 수시로 검토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본 정책의 모든 변경은 Ve의 홈페이지에 게재 표시됩니다.

문의 하기
본 정책에 대한 질문 및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V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VeKorea@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