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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책 

 

본 사이트 www.loropiana.com (이하 “사이트”)는 Loro Piana S.p.A.(이하 “로로피아나” 또는 “데이터 

제어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로로피아나의 등록된 사무소는 Quarona (VC), Corso Rolandi No. 1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privacy@loropiana.com에 연락하여 로로피아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privacy@loropiana.com에 연락하여 로로피아나의 지정된 데이터 보호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로로피아나는 데이터 제어자로서 본 사이트에서의 쿠키 사용과 그 목적, 사용자 권한 및 쿠키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쿠키 정책은 규제의 개정 및/또는 통합의 결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좌우간 변경사항은 사전에 

통지되며, 사용자는 항상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본 쿠키 정책의 전문을 참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개인정보 섹션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 고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가 무엇인가요? 

쿠키는 사이트가 사용자의 단말기(예: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로 보내는 작은 텍스트 문자열로, 

단말기에 저장되었다가 동일한 사용자가 추후 동일한 사이트를 방문할 시 해당 사이트로 다시 

전송됩니다. 

 

쿠키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시 쿠키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i) 사용자의 사이트 탐색 및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함; (ii)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일반 특성을 

설정할 필요가 없도록 함; (iii) 설치된 쿠키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함; (iv)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상업적 이니셔티브를 촉진함. 

 

본 사이트에서는 어떤 종류의 쿠키들이 사용되나요?  

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쿠키는 다음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쿠키를 관리하는 당사자 기준: 

 

• 퍼스트파티 쿠키: 퍼스트파티 쿠키는 데이터 제어자(또는 제어자 대신하는 처리자)가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설치한 쿠키입니다. 데이터 제어자는 쿠키 자체를 프로그래밍했는지 또는 다른 

법적 주체의 쿠키를 구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퍼스트파티 쿠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쿠키의 처리자 목록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oropiana.com/ko/
mailto:privacy@loropiana.com
mailto:privacy@loropiana.com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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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드파티 쿠키: 서드파티 쿠키는 로로피아나 이외의 서드파티에 의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설치되며, 해당 서드파티가 단독으로 결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서드파티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특히, 이러한 쿠키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에 명시된 관련 서드파티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제어됩니다. 서드파티는 쿠키를 사용하여 사이트 및 기타 서드파티 

사이트에서 (특히 사용자별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합니다. 사이트에서 서드파티 

쿠키를 사용하는 서드파티 파트너의 전체 목록과 해당 쿠키의 목적 및 해당 쿠키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설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트너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쿠키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 기준: 

 

• 세션 쿠키: 세션 쿠키는 브라우징 세션 동안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세션이 만료된 후, 즉, 

브라우저가 닫힐 때 즉시 삭제됩니다; 

• 지속 쿠키: 지속 쿠키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사이트에서 쿠키를 읽습니다. 지속 쿠키에는 특정 만료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쿠키의 작동이 중지됩니다; 

 

c) 목적 기준: 

 

• 기술 쿠키: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탐색하고 사이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이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쿠키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끌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기술 쿠키는 “필수 쿠키”라고도 불립니다. 대신, 

기술 쿠키가 특정 기능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이트를 향상시키는 경우, 기술 쿠키는 “기능 

쿠키”.라고도 불립니다. 좌우간 해당 쿠키가 없을 경우 일부 서비스 또는 기능이 제공될 수 

없으며, 사이트 검색이 쉽고 기능적이지 않게 됩니다; 

• 분석 쿠키: 분석 쿠키는 (총체적인 방식으로든 아니든)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수 및 

사이트 사용 방법에 대한 통계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 쿠키는 

사용자별로 사이트의 전반적인 성능과 선호도를 평가하므로 “성능 쿠키” 라고도 불립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유형의 쿠키에 동의하지 않으면 데이터 

제어자는 사용자의 방문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트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  프로파일링 또는 타겟팅 쿠키: 프로파일링 또는 타겟팅 쿠키는 사용자의 관심사, 취향 및 

소비습관을 기반으로 사이트 타겟에 광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유형의 쿠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타켓 광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광고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기술(필수 및 기능) 쿠키뿐만 아니라 분석 쿠키 또는 성능 쿠키, 프로파일링 쿠키 또는 

타겟팅 쿠키도 사용합니다. 

 

쿠키 관리 방법  

사이트의 기능을 위한 필수 쿠키를 제외하고, 로로피아나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쿠키만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쿠키 없이도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사이트의 기능이나 가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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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체 사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키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쿠키 

용도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능 쿠키(즉,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필수 쿠키가 아닌 

기술 쿠키), 분석 쿠키 및 서드파티 프로파일링 쿠키를 설치하려면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배너가 표시되어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i) 분석 

및/또는 서드파티 프로파일링 쿠키가 사이트에서 사용되며, (ii) 쿠키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 쿠키 사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쿠키 관리 섹션을 클릭하고 사용자의 

선호사항을 선택하여 사이트에 설치할 쿠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쿠키 설치에 동의하는 

경우 로로피아나는 기술 쿠키를 통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에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쿠키 배너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는 사이트를 방문하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이트 페이지의 

바닥글에서 제공되는 “쿠키 정책” 링크를 사용하여 향후 효력을 갖는 쿠키 사용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고지 또는 아래 표에 제공된 로로피아나의 파트너 개인정보 고지에 

설명된 대로 쿠키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처음 액세스하거나 데이터 제어자가 당사의 사이트에서 신규 쿠키를 소개할 때 필수 쿠키를 

제외한 특정 또는 모든 쿠키의 사용에 대한 특정 동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용된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쿠키 설치를 사용자의 수락에 따르게 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차단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브라우저의 설정은 서로 다르며 이는 브라우저 자체의 

“도움말” 메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쿠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링크에서 

제공되는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크롬 (Google Chrome) 

• 모질라 파이어폭스 (Mozilla Firefox) 

•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 오페라 (Opera) 

• 사파리 (Safari) 

 

사용자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로로피아나는 쿠키 관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브라우저의 설명서를 확인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특히 서드파티 쿠키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설치를 자유롭게 차단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를 진행하거나 비활성화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 표의 

링크에 있는 서드파티 쿠키 정보 고지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 당신의 

온라인 선택(Your Online Choices) 또는 컴퓨터 쿠키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Computer Cookies) 을 

방문하여 해당 페이지에 제공된 지침을 따라 서드파티 쿠키 관련 선호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it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it
https://support.mozilla.org/it/kb/Attivare%20e%20disattivare%20i%20cookie
https://support.mozilla.org/it/kb/Attivare%20e%20disattivare%20i%20cookie
https://support.microsoft.com/en-us/products/windows?os=windows-7
https://support.microsoft.com/en-us/products/windows?os=windows-7
http://help.opera.com/Windows/12.10/it/cookies.html
http://help.opera.com/Windows/12.10/it/cookies.html
https://support.apple.com/it-it/guide/safari/sfri11471/mac
https://support.apple.com/it-it/guide/safari/sfri11471/mac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https://www.allaboutcookies.org/verify
https://www.allaboutcookies.org/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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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어떤 쿠키들을 사용하나요?  

기술 쿠키 

기술 쿠키란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 제어자가 

사용하는 쿠키입니다. 해당 쿠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쿠키: 브라우저 쿠키는 사이트의 일반적인 탐색 및 사용을 보장하는데, 이의 예로 

약속을 예약하거나 예약된 영역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이트의 탐색 및 사용에 필수적이며,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를 닫을 때 자동으로 삭제되는 세션 쿠키입니다; 

•  기능성 쿠키: 기능성 쿠키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예: 언어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 및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쿠키는 각 쿠키에 대하여 제공된 만료 날짜(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2년) 또는 

사용자가 쿠키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브라우저를 닫은 후에도 사용중인 컴퓨터에 남아 있는 

지속 쿠키입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술 쿠키(필수 쿠키 및 기능 쿠키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브라우저 설정(위에 설명된 대로) 외에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엄격하게 필수적인(즉,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퍼스트파티 기술 쿠키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되는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 동의 양식에 액세스하여 

해당 쿠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쿠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사이트(또는 

사이트의 기능성)가 제대로 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 또는 성능 쿠키 

 

분석 쿠키는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수 및 해당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법에 대한 통계 

정보를 집계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로로피아나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방문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트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링 또는 타겟팅 쿠키 

 

프로파일링 쿠키는 타겟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핑 시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에 표시된 광고는 사용자에게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타겟팅 쿠키는 독립 데이터 제어자 또는 로로피아나(서드파티 쿠키)와 함께 공동 제어자 역할을 하는 

서드파티에 의해 설치됩니다. 제품 개발자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페이지에 대한 링크와 함께 현재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서드파티 프로파일링 쿠키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는 또한 “소셜 미디어 쿠키” 또는 “소셜 버튼”, 즉, 소셜 네트워크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및 콘텐츠를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관리자와 공유하고,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의 프로필에 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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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다음 링크에서 관련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사용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만 소셜 네트워크와의 이러한 상호 작용이 

발생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 인스타그램 (Instagram) 

• 페이스북 (Facebook) 

• 링크드인 (Linkedin) 

• 위챗 (WeChat) 

• 웨이보 (Weibo) 

 

데이터가 해외로 전송되나요? 

본 쿠키 정책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유럽 경제 지역 밖의 제3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로로피아나가 운영되는 미국 및 비EU 국가 (예: 자회사, 

웹사이트 또는 상점 등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또는 쿠키를 관리하는 서드파티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i) 로로피아나가 운영되는 국가 또는 (ii) 서드파티가 위치한 국가에 대한 정보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목록을 참조하시거나 아래 표시된 양식에 따라 로로피아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로로피아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의 명기 및/또는 

전송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계약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보호 고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로로피아나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서드파티 쿠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대신, 이러한 서드파티 

쿠키는 해당되는 서드파티(본 쿠키정책 상단에서 확인됨)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럽 경제 지역 

외부의 국가로 전송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데이터 전송(있는 경우)은 위의 링크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쿠키정책에 명시된 대로 관련 서드파티에 의하여 완전히 

제어됩니다. 

 

로로 피아나에 문의하기  

개인정보 보호 권리 및 행사 방법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 

고지를 참고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 privacy@loropiana.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쿠키 목록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 로그인 정보와 같이 사용자를 

기억하기 위해 웹사이트가 기기에 저장할 것인지를 브라우저에게 묻는 적은 양의 데이터(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러한 쿠키는 당사가 설정하며, 제1 쿠키라고 불립니다. 또한 당사는 광고와 홍보를 위해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서 발생되는 제3의 쿠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아래 목적을 위해 쿠키 및 기타 추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https://help.instagram.com/1896641480634370/?helpref=uf_share
https://help.instagram.com/1896641480634370/?helpref=uf_share
https://www.facebook.com/policies/cookies/
https://www.facebook.com/policies/cookies/
https://www.linkedin.com/legal/cookie-policy?trk=homepage-basic_footer-cookie-policy
https://www.linkedin.com/legal/cookie-policy?trk=homepage-basic_footer-cookie-policy
https://www.wechat.com/en/privacy_policy.html
https://www.wechat.com/en/privacy_policy.html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https://www.loropiana.com/ko/privacy-cookies
mailto:privacy@lorop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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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쿠키  

이 쿠키는 웹사이트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며, 회사 시스템 내에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 쿠키는 

개인정보 선호도, 로그인 또는 양식 작성과 같은 서비스 요청에 해당하는 귀하의 행위에 따라서만 주로 

설정됩니다.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이 쿠키를 차단하거나 쿠키에 대해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키 하위 그룹 쿠키 사용 중인 쿠키 

www.loropiana.com eupubconsent, OptanonConsent, OptanonAlertBoxClosed 퍼스트 파티 

www.loropiana.com _gaexp, _dc_gtm_UA-xxxxxxxx 퍼스트 파티 

www.paypal.com akavpau_ppsd, nsid 제삼자 

cookielaw.org  __cfduid 제삼자 

paypal.com  

LANG, x-pp-s, l7_az, tsrce, ts_c, ts, enforce_policy,  
X-PP-SILOVER, x-cdn 제삼자 

 

분석 쿠키  

이 쿠키는 방문자 수, 데이터 트래픽 정보를 확인해 회사 사이트의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장 인기가 많거나 인기가 적은 페이지를 확인하며 방문자가 사이트를 이동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키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누적되며 익명 처리됩니다.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귀하가 회사 사이트에 방문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쿠키 하위 그룹 쿠키 사용 중인 쿠키 

www.loropiana.com 
_gclxxxx, _gid, _hjAbsoluteSessionInProgress, _uetvid,  
_hjid, _gat_UA-, _ga, _hjTLDTest 퍼스트 파티 

bing.com MUID 제삼자 

 

광고 쿠키 

이 쿠키는 회사의 광고 협력사가 회사 사이트에 설정한 것입니다. 해당 협력사는 귀하의 관심사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관련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이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는 

귀하의 브라우저와 기기를 식별함으로써 동작합니다. 이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https://cookiepedia.co.uk/cookies/eupubconsent
https://cookiepedia.co.uk/cookies/OptanonConsent
https://cookiepedia.co.uk/cookies/OptanonAlertBoxClosed
https://cookiepedia.co.uk/cookies/_gaexp
https://cookiepedia.co.uk/cookies/_dc_gtm_UA-xxxxxxxx
https://cookiepedia.co.uk/host/www.paypal.com
https://cookiepedia.co.uk/host/cookielaw.org
https://cookiepedia.co.uk/host/paypal.com
https://cookiepedia.co.uk/cookies/_gclxxxx
https://cookiepedia.co.uk/cookies/_gid
https://cookiepedia.co.uk/cookies/_hjAbsoluteSessionInProgress
https://cookiepedia.co.uk/cookies/_uetvid
https://cookiepedia.co.uk/cookies/_hjid
https://cookiepedia.co.uk/cookies/_gat_UA-
https://cookiepedia.co.uk/cookies/_ga
https://cookiepedia.co.uk/cookies/_hjTLDTest
https://cookiepedia.co.uk/host/bing.com


7 

 

쿠키 하위 그룹 쿠키 사용 중인 쿠키 

www.loropiana.com _uetsid, _fbp 퍼스트 파티 

www.paypalobjects.com paypal-offers--cust 제삼자 

script.hotjar.com  _hjIncludedInPageviewSample 제삼자 

paypalobjects.com paypal-offers--country 제삼자 

yahoo.co.jp  XB, B 제삼자 

doubleclick.net IDE, test_cookie 제삼자 

 

소셜 미디어 쿠키  

이 쿠키는 회사의 콘텐츠를 귀하의 친구와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추가된 일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설정한 것입니다. 이 쿠키는 여러 사이트에 걸쳐 귀하의 브라우저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귀하의 관심 영역을 프로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방문하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보는 

콘텐츠와 메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본 공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쿠키 하위 그룹 쿠키 사용 중인 쿠키 

www.facebook.com  제삼자 

facebook.com fr 제삼자 

 

https://cookiepedia.co.uk/cookies/_uetsid
https://cookiepedia.co.uk/cookies/_fbp
https://cookiepedia.co.uk/host/www.paypalobjects.com
https://cookiepedia.co.uk/host/script.hotjar.com
https://cookiepedia.co.uk/host/paypalobjects.com
https://cookiepedia.co.uk/host/yahoo.co.jp
https://cookiepedia.co.uk/host/doubleclick.net
https://cookiepedia.co.uk/host/www.facebook.com
https://cookiepedia.co.uk/host/faceb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