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브랜드, 귀하를 보호하는 하나의 정책.

보호받아야 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및 규정 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년 4월 11일에 업데이트됨

자주 묻는 질문
귀하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금전적 보상을 위해 개인정보를 판매합니까?

아니요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제3자 파트너와 공유합니까?

예

내가 권한을 부여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까?

예

더욱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고 보다 나은 사이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나의 정보를 사용합니까?

예

나는 나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귀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고 선호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요청
등록한 국가에 따라 귀하의 P&G 계정은 귀하가 귀하의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는 여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열람, 삭제, 정정을 요청하거나 광고성 이메일 또는 문자 수신을 거부
하거나 귀하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 번호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전송된 수신 거부 지침에 따라 광고성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을 중지하도록 당사에 알
릴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예: 귀하가 마케팅 이메
일 발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메일 주소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시스템에 해당 이메일 주소를 수신거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귀하의 요청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예: 당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
적, 또는 사기 방지나 보안을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의 이유로 보관해야 하는 거래 데
이터의 삭제 요청).

전통적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기존 맞춤 광고 수신을 중지하는 방법 P&G 맞춤 광고 수신을 중단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거나 당사 사이트 중 하나에서
AdChoices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유럽의 경우 여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광고 파트너에 대한 선택을 해
제해야 합니다.

• Tapad
• TradeDesk
• MediaMath
• Neustar
• Facebook
• Amazon
• Google
• Liveramp
또한 귀하는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거부하거나, 앱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거부

하거나, 기기에서 광고 추적 설정을 조정하여 웹사이트에서 맞춤 광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으

로 당사에 제공한 경우 귀하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해
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려면 당사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광고를 선택 해제한 경우에도 ‘정황적’ 광고는 계속 표시됩니다 맞춤 광고 전송을 중단하더라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에서 당사 브랜드의 광고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방문하는 사이트의 정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황적
광고라고도 합니다. 휴대 전화로 방문한 페이지 또는 컴퓨터 사용 활동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맞춤 광고와 달리 정황적 광

고는 방문 중인 특정 사이트의 상황에 따라 표시되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온라인에서 유아 용품을 보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이트의 방문자는 전통적으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예비 부모이기 때문에 Google 베이비 케어 브랜
드 중 하나에 대한 광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여전히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
웹사이트의 운영 방식 평가, 소비자 조사 또는 사기 활동 탐지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쿠키를 삭제하면 선택 해제도 삭제됩니다 귀하가 맞춤 광고를 거부하면 당사는 귀하가 더 이상 당사로부터 맞춤 광고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택 해제 쿠키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전송됩니다. 모든 쿠키를 삭제하면 선택 해제 쿠키
가 삭제됩니다. 즉, 맞춤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다시 선택 해제해야 합니다.

접속하거나 그러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전통적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개인 데이터, 예컨대 쿠키 또는 기기 ID
레벨에서 수집한 귀하에 대한 정보와 귀하에게 관련 광고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접속하거나 그러
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려면,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별 정보를 제공해주
셔야 합니다.

•

귀하가 사용하는 당사 서비스 제공자의 쿠키 ID: Tapad, Neustar, MediaMath, 및 TheTradeDesk.

•

귀하의 모바일 광고 ID(IDFA, Android ID).

•

커넥티드 TV 제공자가 할당한 고유한 ID로서 귀하의 광고를 위한 TV 기기 식별자(예: 광고용 Roku ID).
북유럽에 대한 추가 정보
다음을 포함한 당사의 특정 북유럽 사이트 또는 파트너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 https://www.bravardag.se
• https://www.pampers.se/
• https://www.pampers. /
• https://www.pampers.no/
• https://se.braun.com/en
• https://www.oralb.se/sv-se
• https://www.oralb.no/nb-no
• https://www.oralb. / • https://www.oralb.dk/da-dk
• https://www.babybox.se
귀하는 다음을 클릭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비자 리서치 참가자
귀하가 조사 참여의 일환으로 당사가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요청을 하려면 귀하의 동의 양식에 제공된 연락
처 정보를 참조하거나 귀하의 리서치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고,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귀하의 개인 정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판매’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에 정의되어 있음).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EA 및 영국 거주자
귀하가 EEA 또는 영국에 살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당사에 부정확하
거나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정정, 삭제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송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귀하의 동의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
를 처리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가 당사의 정당한 이해관계에 근거한 경우

(즉, 당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라도,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반대(당
사에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데이터 보호 및 일반적인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 사이트(
https://edps.europa.eu/data-protection/) 또는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국 사이트(https://ico.org.uk)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에 대한 당사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rocter and Gamble España SA는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이 인증한 AUTOCONTROL의 데이터 보호 행동 강령을 준
수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 및 광고와 관련하여 웹사이트(www.autocontrol.es)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불만 사항에 대한 사법 외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과 전문가
귀하가 치과 의사이고 https://www.dentalcare.com 을 포함한 전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하의 정보를 당사에
제공 한 경우, 귀하의 지역 Oral-B 사무실과 같은 P & G 담당자를 통해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당사가 귀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
모든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귀하가 당사와 상호 작용할 때 또는 귀하가 당사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
터를 공유할 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중하고 신중하게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당사는 소비자이자 개인으로서 귀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한 정보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당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일부 정보에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우편 주소 등 귀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A의 일
부 국가나 영국 또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IP 주소나 쿠키 또는 모바일 기기 식별자와 같은 것들도 또한 개인 정보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당사는 더 나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귀하와 관련된 수집한 모든 정보를 결합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공유한 정보
귀하는 당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정에 가입할 때 또는 당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 귀하의 정보를 제공합
니다. 당사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또는 집 주소, 생년월일, 결제 정보, 귀하의 나이, 성별, 귀하의 가족 수와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귀하가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보내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호작용 및 이메일로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귀하가 당사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광고를 보거나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사용 중인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 IP 주소, 방문한 웹페이지, 클릭한 링크 또
는 당사의 이메일을 열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쿠키(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저장된 작은 파일)를 사용합니다.

모바일 앱 및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가 가정에서 당사의 모바일 앱 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귀하의 휴대 전화
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정용 인터넷 연결 기기를 설치할 때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정보에는 휴대 전화 또는 기타 기기 광고 ID, 휴대 전화 운영 체제에 대한
정보, 앱 또는 기기 사용 방법, 물리적 위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정확히 현재 위치 또는 인터넷 액세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허용 또는 거부 옵션을 제공하는 팝업 알림이 전화 또는 기기에 표시됩니다.

당사 파트너 또는 제3자와 연결하여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다른 회사가 당사와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 또는 소매점 로열티 포
인트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다른 회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당사와 공유하도록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인
터넷 게시물, 블로그 입력 항목, 동영상 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해당되는 경우 현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귀하
가 정보를 사용하고 이후에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집계하는 비즈니
스에 종사하는 소비자 데이터 리셀러와 같은 다른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 나이, 성별, 가
족 수, 인터넷이나 지역 상점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당사는 매일 전 세계에서 귀하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 귀하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당사의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에서 귀하를 식별하고 인증합니다.
• 귀하의 질문 또는 정보 요청에 대응합니다.
• 귀하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래 메시지(예: 계정 명세서 또는 확인서)를 보냅니다.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설문 조사 및 초대장을 보냅니다.
• 당사에서 귀하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결제를 처리합니다.
• 환불과 수금을 처리합니다.
• 귀하가 요청한 제품 또는 샘플을 보냅니다.
• 귀하가 P&G 사이트 또는 앱 기본 설정을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 귀하가 콘테스트 또는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셜 미디어에서 귀하와 상호 작용합니다.
• 귀하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귀하 및 귀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 행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제
공합니다.

• 유사한 대상자를 통해 귀하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관련 광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에서 세탁 세
제에 관한 마케팅 이메일을 구독하는 경우, 당사는 프랑스에서 Facebook에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를 업로드하고
Facebook의 표현에 따르면 귀하와 ‘유사한’ 소비자를 찾아 Facebook에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 품질 관리, 교육 및 분석
• 안전 유지 및 확인
•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포함한 시스템 관리 및 기술 관리
• 위협 감지 및 악의적이거나 사기적인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 보안 활동
• 거래 정보의 일부로 보관하는 로그 및 기록을 비롯하여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의 기록 및 감사
• 위험 관리, 감사, 조사, 보고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준수
또한 귀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연구
•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
• 잠재 소비자 식별
또한 당사는 재정적 인센티브, 보상, 할인(예: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쿠폰) 및 로열티 프로그램(총칭하여 ‘보상 프로그램’)
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3자가 제공한 정보(예: 친구 추천 프로그램)를 포함해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유한 보상을 제공하고, 귀하의 프로그램 상태를 추적하고, 제품, 홍보 자료, 교육 워크숍
및 기타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포인트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보

상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해당 보상 프로그램 이용 약관
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상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또는 참가자와 관

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또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개인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여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
쿠키는 웹 서핑을 할 때 컴퓨터로 전송되는 작은 파일입니다.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 기기 또는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쿠키에는 귀하를 사람으
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와 기기를 무작위로 할당된 숫자와 문자(예:
쿠키 ID ABC12345)로만 표시하고 John E. Smith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쿠키를 사용합니다.

• 관련있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 P&G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 귀하가 당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귀하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언어 또는 지역과 같은 선호 사항을 기억하여 귀하가 방문할 때마다 웹사이트를 맞춤 설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 오류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 당사 웹사이트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당사가 사용하는 쿠키 유형:
필수 쿠키 이 쿠키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작업하지 않는 필수 기능(예: 장바구니에 데이터 저장)을 로드하거나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성능 쿠키 이 쿠키를 사용하면 귀하가 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귀하가 선호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할 때 프랑스어로 사이트를 선택한 경우 다음에 귀하가 다시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프랑스어를 표시합니
다. 귀하가 매번 언어 기본 설정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쿠키 이 쿠키를 사용하면 귀하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및 귀하가 구입한 제품을 기반으로 귀하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귀하의 나이, 결혼 상태 및 자녀 수와 같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
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귀하의 선호와 필요에 더 잘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광고를 보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석 쿠키 이 쿠키는 당사 웹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경우에 당사는 사이트의 성능을 모니

터링하기 위해 Google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의 당사 사이트 방문에 대해 Google Analytics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당사의 권한은 Google Analytics 이용약관 및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제한됩니다.

귀하가 쿠키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쿠키를 거부하거나 쿠키가 컴퓨터로 전송될 때 표시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사

사이트 또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끝낼 때마다 쿠키를 삭제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맞춤 광고를 사용하는 방법
귀하가 당사의 파트너 사이트를 방문하면 당사는 귀하가 보고 싶은 광고나 기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아동복이나 학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귀하에게 Tide® 세탁 세제에 대한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그 정보로부터 당사는 귀하에게 자녀가 있고 따라서 세정력이 탁월한 세탁 및 청소 제품에 관심을 보일 수 있으
리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는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사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귀
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당사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비자 그룹에서 학습합니다. 당사는 귀하를 동일한 관심사를 보이는 특정 소비자 그룹
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온라인에서 면도기를 자주 구매하면 ‘면도기 애호가’ 그룹이 되거나, 온라인 쿠
폰을 사용하거나 할인 또는 판매를 찾는 경우 ‘알뜰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웹페이지, 당사 웹사이트 및
귀하가 방문하는 기타 웹사이트에서 클릭한 링크, 귀하가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귀하가 본 브랜드 이메일 및
이메일에서 클릭한 링크를 통해 귀하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쿠키와 기기 ID를 함께 그룹화하여 온라
인 및/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비슷하게 행동하는 소비자 그룹의 일반적인 추세, 습관 또는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당사는 이미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닮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성이
있고 유익한 제품 행사와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다른 정보를 귀하의 쿠키 및 기기 ID에 연결합니다. 귀하의 쿠키 및 기기 ID는 귀하가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제품

에 대한 정보 또는 당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당사에 직접 제공한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당
사는 일반적으로 귀하를 직접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 ID ABC12345가 개인의 웹
사이트 방문, 나이, 성별 및 쇼핑 습관을 기반으로 면도기 애호가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사는 그 사람의 이
름이나 주소 또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있는 기타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쿠키 또는 기기 정보(웹 및 앱 시
청 기록)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경우, 식별하기 전에 항상 귀하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모든 컴퓨터, 태블릿, 전화 및 기기에서 귀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쿠키 ID ABC12345는 기기 ID
가 EFG15647인 휴대폰을 소유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가정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즉, 노트북에서 기저귀를 검색하고 당사에서 후원한 Google 검색 결과 링크를 클릭했다면 나중에 휴대 전화에서
Pampers® 브랜드 기저귀 광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동시에 로그인한
다면, 당사는 컴퓨터와 휴대 전화를 소유한 사람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거나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정에서 사
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기를 이해하면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광고를 보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
한 스팸 광고에 귀하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당사는 귀하가 수신하길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광고에 대해 비용
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드레서블(Addressable) 미디어 귀하가 당사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하면서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할 때 당사는 해

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귀하가 선호하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시장과 관련도가 높고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예: Facebook, Youtube, Instagram, TikTok 등)에 귀하가
제공한 귀하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모바일 광고 ID의 암호화된 사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합니다. 또
한 당사는 개방형 웹(open web)을 통해 귀하에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즉, 귀하는 광고 인벤
토리의 온라인 입찰에 참여하는 디지털 TV와 같은 사이트나 앱 또는 기타 페이지에서 당사의 관련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Facebook의 고급 매칭 당사 사이트 중 일부는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Facebook의 고급 매칭 기능을 사용합니
다. 이러한 고급 매칭을 통해 당사에서는 귀하가 당사 사이트 양식 필드에 입력한 특정 정보(예: 민감하거나 특수한 범주

데이터가 아닌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된 해시 형식으로 Facebook에 전송하거나, 브라우저 쿠
키 또는 기기 ID와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Facebook 픽셀에서 암호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해시하고 가
져옵니다. 이를 통해 Facebook 플랫폼에서 광고 효과를 더 잘 타겟팅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가 Facebook에
광고를 띄웠을 때 귀하가 이를 클릭하고 당사 사이트로 와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알려주므로 당사에서 계속

Facebook 광고를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기타 기술
근접성 기반 비콘 비콘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휴대 전화에 설치한 모바일 앱에 단방향 신호를 전송하여 예를 들어 상
점을 통과할 때 판매 중인 제품을 알려줍니다. 비콘은 사용자가 충분히 가까워지고 특정 비콘과 연결된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 내에서 동의한 후에만 기기와 통신합니다. 결과적으로 앱은 광고 및 행사를 맞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위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스킨 케어 섹션에 있는 비콘 근처에 있을 때 $4 할인 쿠폰을 보낼 수 있습
니다.

픽셀 웹페이지에 포함된 작은 개체이지만 표시되지 않습니다. ‘태그’, ‘웹 버그’ 또는 ‘픽셀 gif’라고도 합니다. 당사는 픽셀
을 사용하여 귀하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달하고, 당사 웹사이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귀하를 당사 사이트에 더 쉽게 로그

인하게 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귀하가 해당 픽셀을 열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당사는
홍보 이메일 메시지 또는 뉴스 레터에 픽셀을 포함합니다.

모바일 기기 식별자 및 SDK 당사는 모바일 앱에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하여 쿠키가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것과 유사
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귀하의 휴대 전화 식별자(iOS IDFA 및 Android 광고 ID) 및 귀하가 당사 앱을 사용하는 방식
과 같은 정보가 됩니다. 쿠키와 마찬가지로 귀하가 앱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기 정보는 귀하를 개인으로 식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모바일 기기를 무작위로 할당된 숫자와 문자(예: 광고 ID EFG4567)로만 인식하며, John E.
Smith와 같이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지리적 위치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GPS 좌표(경도 및 위도)와 같은 항목을 이용하여 귀하
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화 또는 기기에서 귀하가 세계 어디에서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인지 귀하에게 수락 또는 거부를 요청하는 팝업 알림을 항상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더 광범위한 도시, 우편 번

호 또는 도에 있음을 알기 위해 항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필리핀 마닐라 어딘가
에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경우 정확한 위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및 앱 콘텐츠
플러그인 당사 웹사이트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회사의 플러그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의 예로
Facebook의 ‘좋아요’ 버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은 정보(예: 방문한 페이지의 URL)를 수집하여 해당 정보
를 생성한 회사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플러그인을 클릭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은 당사
사이트에 표시되더라도 이를 만든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해당 데이터의 수집 및 전
송을 목적으로 EEA 및 영국 사이트에 대해 해당 데이터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은 비필수 쿠키이며 귀
하가 쿠키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EEA 및 영국 사이트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로그인 당사 웹사이트에서는 ‘Facebook으로 로그인’과 같이 다른 회사의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에 사용하는 다른 회사 계정의 계정 설정에서 수신하는 데 동의한 정보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콘텐츠 당사의 일부 사이트 및 앱을 사용하면 콘테스트, 블로그, 동영상 및 기타 기능을 위해 귀하의 콘텐츠를 업로
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정보가 됩니다. 당사는 귀하가 당사 사이트 및 앱에 제출
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또는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반할 수 있는 방식과 위반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링크 P&G 사이트에는 당사가 통제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당사가 아
닌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귀하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매우 제한된 상황
에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귀하의 동의
귀하가 동의할 경우 당사는 귀하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당사가 판단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행사, 프로모션 또는 광

고를 보낼 수 있도록 귀하의 정보를 선별된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mpers®와 같은 기저귀 브랜드로
부터 P&G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분유에 대한 정보의 수신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광고 기술 기업
당사의 웹사이트 및 앱은 관련 광고 및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 식별자, 추론되고 파생된 정보, 온라인 정보와 기술
정보,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 및 광고 기술 기업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
며, 여기에는 동의 및/또는 거부를 얻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P&G
외부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권 부문을 참조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자
당사는 당사 사이트 호스팅, 이메일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제공, 당사가 수집하는 데이터 분석, 영업 속성 지원(예: 플랫
폼 사이트에 광고를 표시한 다음 귀하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 및 귀하가 요청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내는
등 당사 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귀하의 정보를 위탁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사는 변호사, 감사자, 컨설턴트, 정보 기술 및 보안 회사 및 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합니
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가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유합니다. 회사는 당사가 당

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마지막 업데이
트 12개월 전에 당사는 비즈니스 실행 세부 사항에 따라 비즈니스 실행을 위해 위의 "당사수집 데이터 유형" 섹션에 나열된
모든 범주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실행을 위한 수탁자와 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구매에 대한 결제
당사의 일부 사이트를 통해 완료한 구매는 제삼자 벤더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P&G는 귀하가 구
매 시 제공하는 신용 카드 정보에 액세스하지 않으며, 제삼자 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때에도 귀하의 신용 카드 정보를 저장
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또는 재정 정보는 제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이용 약관에 따르므로 귀하는 개인 정보 또는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러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
니다. P&G는 현재 제삼자 e-커머스 플랫폼으로 PayPal 및 Braintree를 사용합니다.

법적 이유 및 이와 유사한 이유
귀하가 개인정보를 공유한 브랜드 또는 당사의 영업 일부가 다른 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회사에
이전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계정과 그 안의 개인정보는 귀하가 삭제를 원한다고 브랜드 또는 신규 회사에 알려야 삭
제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사 또는 법률이나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귀
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많은 제품과 비즈니스를 보유한 대기업으로서 당사는 모든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합니다
다음은 당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전체 목록이며 이 항목 중 대부분은 귀하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실제로 귀하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당사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락처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관련 사람(예: 계정의 승인된 사용자)의 이름(닉네임 및 이전 이름 포함), 직함, 우
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휴대폰 번호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 인구 통계 및 심리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연령대, 결혼 및 가족 상태, 쇼핑 선호도, 사용 언어, 충성도 및 보상 프
로그램 데이터, 가구 인구 통계 데이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 교육과 전문 정보, 취미와 관심사 및 제3자가 제공하
는 성향 점수(구매 가능성, 생활 사건 경험 등) 개인 특성 및 선호도가 포함됩니다.

거래 및 상업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고객 계정 정보, 자격 데이터, 구매 내역 및 관련 기록(반품, 제품 서비스 기

록, 결제 기록, 크레딧 등),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및 구매와 관련된 기록, 소비자 인증을 위해 수집된 비생체 인
식 데이터(비밀번호, 계정 보안 질문), 고객 서비스 기록이 포함됩니다.

고유 ID 및 계정 세부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고유 ID 번호(예: 고객 번호, 계정 번호, 구독 번호, 보상 프로그램 번
호), 시스템 식별자(사용자 이름 또는 온라인 자격 증명 포함), 기기 광고주, 광고 ID 및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온라인 및 기술 정보 여기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P 주소, MAC 주소, SSID 또는 기타 기기 식별자 또는 영구 식별자, 온라인 사용자 ID, 암호화된 암호, 기기 특성

(예: 브라우저 정보), 웹 서버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 검색 데이터, 시청 데이터(TV, 스트리밍), 웹사이트 및 앱 사용, 자사
쿠키, 타사 쿠키, 플래시 쿠키, Silverlight 쿠키, 웹 비콘, 투명 GIF 및 픽셀 태그.
추론한 정보 여기에는 이 부문에 나열된 다른 정보에서 파생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관계 및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추론 및 파생 데이터 요소를 생성합니다.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내부 분석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성향, 속성 및/또는
점수가 포함됩니다.

당사가 때때로 수집하는 정보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정확한 위치(예: 위도/경도 또는 경우에 따라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건강 관련 정보 수집 방법에 따른 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
•

일반 건강 및 증상 정보

• 출산일과 같은 임신 관련 정보
• 귀하가 사전 동의를 제공한 소비자 조사 연구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질병 상태, 병력 또는 치료 또는 진단에 대한 정보, 복용한 약 및 관련 정보

금융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은행 계좌 번호, 세부 정보 및 결제 카드 정보가 포함됩니다(예: 브랜드로 직접 구매
하거나 브랜드로부터 크레딧을 받는 경우).
정부 발급 ID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정부 ID 및 세금 ID가 포함됩니다(예: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관할권에 해당
하는 경우)

시청각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사진, 동영상 이미지, CCTV 녹화, 콜센터 녹화 및 통화 모니터링 기록 및 음성 메
일 (예: 설문조사 시, 당사 시설 방문 시 또는 당사에 전화 시)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기기 및 센서 데이터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스마트 기기 기록, IoT 제품(예: Oral B 앱에 연결된 칫솔)이 포함
됩니다.
아동에 관한 데이터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자녀 수, 자녀의 기저귀 사이즈, 성별 및 연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체 정보 이 범주의 데이터 요소에는 얼굴 인식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유지되는 템플릿(예: 의료 연구용)과 같은 생체 인
식 식별자의 수학적 표현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이 생체측정 데이터를 법적 목적 또는 규정준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
나 법적 이익을 행사 또는 방어할 필요가 없는 한, 개인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생체측정 데이

터를 보유할 것입니다. 당사는 생체측정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절한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 또는 폐기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아동과 개인정보
당사는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EEA와 영국에서는 현
지 법률에 의거하여 저연령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연령이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없이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확인된
친권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귀하의 개인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오용 또는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으로써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존중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손실, 오용 또는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단계에는 방화벽, 침입 감지 및 방지 시스템, 고유하고 복잡한 암호,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개인정보 처리 의무에 대한 직원 교육, 데이터 사고 및 위험 식별, 개인 정보에 대한 직원 접근 제한, 사용하지 않을 때 문
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등 물리적 보안장치와 같은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국외 이전
귀하의 개인 정보는 미국을 포함하여 정보를 수집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전송, 저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호스팅되는 미국의 서버에 귀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당사의 마케터 중 한 명이 스위스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여 귀하에게 제품 샘플을 보낼 때 해당 데이터가 다시 ‘전송’될 수 있습니다. EEA 및 영국 데이터의 경우,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EEA 및 영국 규제 기관이 사전 승인한 계약 보호를 사용하여 P&G 법인 간에 그리
고 P&G와 당사의 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와 같은 전송을 수행합니다(모델 계약 조항이라고 함). 전송 계약서 사본을 원하
시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비EEA 및 영국 데이터의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계약에 따라 그러한 전송을 수행합니다.

지역별 공시사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권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범주,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 및 상업적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
는 제3자의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시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당사
가 귀하에 대해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12개월에 두 번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가 귀하에 대해 수집한 개인 정보의 범주 및 특정 부분
• 당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 출처의 범주
• 당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한 사업 또는 상업적 목적
• 당사가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제3자의 범주
• 비즈니스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개한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의 범주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개
한 제3자의 범주

귀하는 또한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집 한 특정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 요청을 제출하거나
귀하에 대한 모든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위에 설명 된대로 또는 언제든지 귀하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877) 701-

0404 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부여하거나 삭제 요청을 고려하기 전에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확인 양식을 보내 드립니다. 요청을 완료하려면 확인 양식을 받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정보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또는 생년월일. 또한 귀하가 당사에 특정 개
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개인 정보의 요청 대상인 소비자이며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문에 서명
해야 합니다.
P&G는 내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보관해야 하거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서 허용하는 상황(예:
사기 방지 또는 법률 준수)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기록 보관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는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여기로 연락하거나
(877) 701-0404 로 전화하십시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기 전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따라 ‘판

매’에 해당하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16세 미만
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상 프로그램 계산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따라 (i)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가격 또는 서비스 차이
를 제공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귀하의 개인 정보의 가치에 대한 선의의 추정치 및 (ii) 귀하의 개인 식별 정보의 가치를 계

산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격, 또는 서비스 차이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이
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개인 정보에 금전적 또는 기타 가치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이나 가격 또는 서비스 차이의 맥락에서 그러한 가치를 할당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수집 및 사

용한 개인 정보를 제공된 할인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치 계산은 종종 (i) 수집된
개인 정보 범주(예: 이름, 이메일 주소), (ii) 당사 및 당사의 보상 프로그램에게 그러한 개인 정보를 양도할 가능성, (iii) 제공
되는 할인 가격, (iv)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된 소비자 수. (v)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나 가격 또는 서비

스 차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선의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설명한 가치의 공개는 영업 비밀을 포함하여 당사의
독점 또는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포기로 해석되어서도 안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또는 재무 회계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고지 당사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본인의 콘텐츠(예: 동영상, 댓글, 상태 업데이트 또는

사진)를 업로드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당사 사이트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제거하

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그러한 게시물은 다른
사람에 의해 복사, 전달 또는 다른 곳에 게시되었을 수 있으며 당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
우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판매’
고유 식별자, 추론 및 파생 정보, 온라인 및 기술 정보, 지리적 위치 데이터
당사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다음 범주의 제3자에게 판매합니다.

• Google, Amazon,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 DSP와 같은 Adtech 회사
이러한 데이터는 표적 광고 목적으로 공유됩니다. 이들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랫폼 약관에 따라 제품 및 서
비스를 개선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 및 선호도
당사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다음 범주의 제3자에게 판매합니다.

• 소매점 파트너
이 데이터는 공동 마케팅에 대한 귀하의 동의에 따라 공유됩니다(예: 보상 프로그램 연결).
또한 당사는 귀하의 동의 하에 다른 정보를 판매합니다.

거부하는 방법
데이터 판매를 거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877) 701-0404로 전화하십시오.
당사 브랜드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판매’로 정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사가 제3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당사 내부 기록을 업데이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877) 701-0404로 전화하십시오.

P&G는 광고 및 공동 마케팅 목적으로 쿠키 또는 추적 기술을 통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쿠키 및 추적 기술과 관련된 ‘판매 금지’ 권한을 행사하려면 해당 브랜드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
는 캘리포니아 ‘판매 금지’ 요청 센터에 액세스하여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이러한 제3자 중 일부는 웹사이트와 기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각각의 P&G 웹사이트에 대해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따라 귀하는 귀하를 대신하여 요청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귀하를 대신하도록 지정되었다는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권
한이 부여된 대리인의 액세스 및 삭제 요청의 경우,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직접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
습니다(위에 설명한 대로). 귀하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부과하거나, 또는 차별적 수준이나 품질로 상품을 제공하
지는 않습니다.

이전 연도의 요청 메트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EA 및 영국 개인 정보 보호
이 부문은 EEA 국가 및 영국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및 2018년

데이터 보호법에 의거하여 영국법에 통합되고 2019년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및 전자통신(수정 조항 등) (EU 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된 GDPR의 내용과 정신에 부합하는 EEA 및 영국 거주자 개인 데이터의 처리, 보존 및 전송에 대한 투명성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
다른 P&G 법인이 귀하의 개인 데이터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처리 활동을 지시하고 주로 데이터에 대
한 책임을 지닌 법인입니다. 아래 차트는 EU 국가 데이터에 대한 당사의 데이터 관리자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당사의 프랑스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 이메일을 등록할 때 해당 국가 이름 옆에 나오는 P&G 법인이 해당 개인 데이터의 관
리자가 됩니다(예: Procter & Gamble France SAS).
국가

데이터 관리자

오스트리아

Procter & Gamble Austria – Zweigniederlassung der Procter & Gamble GmbH, Wiedner
Gürtel 13, 100 Wien

불가리아

Procter & Gamble Bulgaria EOOD, So a 1404, Bd. Bulgaria nr. 69, Bulgaria

루마니아

콘테스트 사이트: Procter & Gamble Distribution SRL, 9-9A Dimitrie Pompei Blvd., Building

2A,District 2, Bucharest 020335,Romania

기타 사이트: Procter & Gamble Marketing Romania SR, 9-9A Dimitrie Pompei Blvd.,

Building 2A, District 2, Bucharest 020335, Romania
폴란드

Procter and Gamble DS Polska sp z o.o., ul. Zabraniecka 20, 03-872 Warszawa, 폴란드

벨기에

Procter & Gamble Distribution Company (Europe) BVBA
P&G Healthcare 사이트: P&G Health Belgium BVBA,Temselaan 100, 1853 Strombeek-Bever

체코 공화국

Procter & Gamble Czech Republic s.r.o., 269 01 Rakovnik, Ottova 402, Czech Republic

헝가리

Procter & Gamble Magyarország Nagykereskedelmi Kkt, 1082 Budapest, Kisfaludy utca
38., Hungary
Procter & Gamble RSC Regionális Szolgáltató Kft., 1082 Budapest, Kisfaludy utca
38.,Hungary

슬로바키아

Procter & Gamble, spol. s.r.o., Einsteinova 24, 851 01 Bratislava, Slovakia

크로아티아

Procter & Gamble d.o.o. za trgovinu, Bani 110, Buzin, 10010 Zagreb, Croatia

프랑스

Procter & Gamble France SAS
For P&G HealthCare:
Procter & Gamble Pharmaceuticals France SAS / P&G Health France SAS
163/165 quai Aulagnier, 92600 Asnières-sur-Seine

독일

Procter & Gamble Service GmbH, Sulzbacher Strasse 40, 65824 Schwalbach am Taunus
P&G Health 사이트: P&G Health Germany GmbH, Sulzbacher Strasse 40, 65824
Schwalbach am Taunus

그리스

P&G Hellas Ltd. 49 Ag. Konstantinou str., 15124 Maroussi – Athens, Greece

아일랜드

Procter & Gamble UK, The Heights, Brooklands, Weybridge, Surrey KT13 0XP

이탈리아

Procter & Gamble Srl, viale Giorgio Ribotta 11, 00144 Roma

네덜란드

Procter & Gamble Nederland B.V., Watermanweg 100,
3067-GG Rotterdam
New address as of April 27, 2020: Weena 505, 3013 AL
Rotterdam

포르투갈

Procter & Gamble Portugal, Productos de Consumo Higiene de Saude, S.A., S.A. Edi cio
Alvares
Cabral 3º, Quinta da Fonte, 2774-527 Paço D'Arcos, Portugal

스페인

Procter & Gamble España, S.A , Avenida de Bruselas, 24, 28108 Alcobendas, Madrid, Spain

영국

Procter & Gamble UK
Seven Seas Limited, The Heights, Brooklands, Weybridge, Surrey KT13 0XP

목록에 없는 EU Procter & Gamble International Operations SA, Route de Saint-Georges 47 1213 PETIT국가
LANCY

Geneve

처리 및 보관

일반적으로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를 수집한 목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만 보관합니다.
마케팅 이메일 수신 거부를 계속 유지하거나 법적 또는 기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귀하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는
지정된 보관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귀하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당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사용 목적, 이러한 사용이 법률을 준수하는 이유(법적 근거) 및 당사가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기간(보존 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케팅
데이터 유형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우편 주소, 친밀도, 관심사, 당사 사이트 또는 앱에서 로그인한 브라우징 행동, 직
업, 습관, 구입한 제품, 업로드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녀 및 자택 정보, 가족 구성, 가족 구성원 수, 헤어 타입, 피부 타입,
좋아하는 향기, 애완 동물이 있는지 여부, 건강 관련 정보(예: 출산 예정일) 등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이 데이터 광고, 제품 또는 서비스 마케팅 또는 파트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
한 자료를 귀하에게 보내기 위해
법적 근거 이메일 및 SMS, 모든 특별 범주 데이터에 대한 동의, 우편에 대한 동의(당사가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합법적인 이익(예: 광고)

보관 기간 귀하가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는 다음
일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이메일: 50개월 미만의 모든 채널 비활성 후. 당사는 몇 가지 내부 기준을 통해 비활성을 정의합니다.

SMS: 50개월 미만의 모든 채널 비활성 후. 당사는 몇 가지 내부 기준을 통해 비활성을 정의합니다.
우편 주소: 50개월 미만의 모든 채널 비활성 후. 당사는 몇 가지 내부 기준을 통해 비활성을 정의합니다.
이 보유 기간은 일부 국가에서 현지 요건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데이터 유형 이메일, 이름, 전화 번호, 때로는 기타 데이터.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콘테스트 참가자에게 콘테스트 우승자 발표를 포함하여 콘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계약 이행.
보관 기간 현지 법률에 따라 더 오래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24개월 동안.
제품 구매
데이터 유형 이메일, 이름, 전화 번호, 결제 정보(은행 계좌 IBAN 또는 Paypal 세부 정보 포함), 때로는 기타 데이터.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귀하가 당사의 제품, 캐쉬백 혜택 또는 보증을 구매하는 과정을 처리하고 해당 구매
와 관련하여 연관된 커뮤니케이션을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계약 이행.

보관 기간 현지 법률이 더 오래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귀하의 주문을 이행하고 귀하의 주문에 대한 후속 의사

소통에 필요한 기간.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위해 24개월간, 보증을 위해 10년간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연락처
데이터 유형 이메일, 이름, 전화 번호, 결제 정보(은행 계좌 IBAN 또는 Paypal 세부 정보 포함), 때로는 기타 데이터.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귀하의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당사가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 또는

P&G 정책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적 근거 일부 부작용 사례에서 수집 될 수있는 특수 범주 데이터에 대한 귀하의 동의뿐만 아니라 소비자 문의 관리
및 프로세스 및 제품 개선에 대한 당사의 합법적인 사업 이익.
보관 기간 문의의 성격, 데이터 처리에 대한 당사의 합법적 이익 및 법적 의무에 따라 0~10년.
연구
데이터 유형 이메일, 이름, 전화 번호, 주소, 식별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때로는 기타 데이터.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제품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귀하의 선호도 및 관행에 대해 학습하여 제품과 소비
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 귀하의 동의.
보관 기간 당사는 실질적인 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및/또는 현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보존해야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최대 25년입니다. 비임상 연구의 경우 당사는 귀하의 실질
적인 개인 데이터를 최대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서명한 사전 동의 문서를 보관합니다.
전통적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
데이터 유형 광고 쿠키, 기기 ID,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 정보, 페이지 조회와 같은 행동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당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귀하의 인터넷 관심사에 대해 학습하여 귀하에게 전송하는 광고를 맞춤화하기 위
해.
법적 근거 당사는 전자 개인정보 보호(ePrivacy) 요구 사항에 따라 당사 웹사이트에 쿠키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귀하

의 동의를 얻습니다. 당사가 제3자 웹사이트에 당사의 태그를 배치하거나 제3자 벤더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할 때, 당사
의 파트너는 당사의 태그를 배포하거나 귀하의 데이터를 당사와 공유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합법적인 사업상 이익이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귀하의 동의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채
널을 통해 관련성 있는 광고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당사는 이 데이터를 수집한 날로부터 13개월 동안 또는 귀하가 거부할 때까지 (둘 중 빠른 날짜까지) 보관합
니다.

연락처
여전히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남아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관행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거나, 이 통지서를 다른 형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직
접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특정 문의 사항이 있다
면 메시지에 이를 명시해 주십시오. 또는 Data Protection Of cer, 1 Procter & Gamble Plaza, Cincinnati, OH
45202, U.S.A.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Procter & Gamble Ireland, The Graan House, Units E1 및 E14, Calmount Business Park, Dublin 12, Ireland는
GDPR 27 조에 따라 영국 및 EU에서 당사의 대표 역할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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