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ie(쿠키) 정책

Cookie 정책에서는 당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Cookie 및 그와 유사한 파일(이하
“Cookie”라 함)과 그 이용 목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Cookie(쿠키)란?
Cookie 란, 이용 브라우저 또는 스마트 폰 등의 단말에 저장되는 화상이나 픽셀
등의 정보를 저장한 작은 파일입니다. Cookie 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등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Cookie 에는
당 사이트로 보내지는 정보를 저장한 것(퍼스트파티 Cookie)과 당 사이트가 이용하고
있는 타사 서비스로 보내지는 것(서드파티 Cookie)이 있습니다.
Cookie 에 저장된 정보가 전송됨으로써 이용자가 당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Cookie 의 이용으로 이용자의 취미와 기호에
맞추어 보다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Cookie 는 당 사이트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 사이트 방문자가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며, Cookie 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Cookie 이용에 대한 동의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상 Cookie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 Cookie 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당 사이트의 열람을 계속함으로써
이용자는 이 Cookie 정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Cookie 설정을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의 Cookie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Cookie 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브라우저의 설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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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kie 의 이용 목적
(1) 이용 상황의 파악, 서비스 향상의 검토
본 웹 사이트의 개선이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Cookie 를
사용하여 이용자에 의한 본 웹 사이트의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웹 사이트는 주로 아래의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도구 제공자: Google Inc.
Google Analytics 이용 규약 https://www.google.com/analytics/terms/
Google 개인정보보호정책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ja
Google Analytics 는 당 법인이 발행하는 쿠키를 이용하여 고객의 웹 사이트 이용
현황(액세스 상황, 트래픽, 라우팅 등)을 분석합니다. Google Inc.로부터 그 분석
결과를 받아 이용자의 이용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URL 을 확인하십시오.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hl=ja
Google Analytics 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6004245
또한 아래의 앱에서는 앱 서비스 향상을 위해 Cookie 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앱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Tube
도구 제공자: YouTube, LLC
YouTube 이용 규약 https://www.youtube.com/t/terms
YouTube(Google) 개인정보보호정책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2)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이용자의 웹 사이트 체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Cookie 를 사용합니다. 한 번
선택한 정보를 기록하여 반복 선택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록하여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플러그인(Facebook 의 좋아요! 버튼이나
Twitter 의 트윗 버튼)이나 소셜 로그인 서비스(Google, Facebook, LINE 의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한 시스템)도 이에 해당합니다.

4. Cookie 의 관리와 삭제에 대하여
이용자는 이용하시는 브라우저의 설정에서 Cookie 사용을 거부하거나 Cookie 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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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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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 를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조작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5. 문의처
＜개인정보취급 상담 창구＞
공익재단법인 월드마스터스대회 2021 간사이조직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담당
주소: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6-2-27 나카노시마센터빌딩 23 층
전화: 06-64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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