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방침 

  

Via de’ Tornabuoni 2, 50123, Firenze 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Salvatore Ferragamo Italia S.p.A., 이하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룹에 

소속된 각 회사(각각 “관련 회사”,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총칭하여 이하 “페라가모”)는 페라가모의 웹사이트 

및 SNS 페이지 이용자들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페라가모는 아래에 명시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페라가모의 정책과 귀하가 

페라가모의 웹사이트(www.ferragamo.com, group.ferragamo.com, csr.ferragamo.com)(총칭하여 이하 

"당해 사이트")를 이용하고 또한 웹사이트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 페라가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지(Instagram, Spotify, Facebook, Twitter, LinkedIn, YouTube, Pinterest, Weibo, LINE 등)(총칭하여 

이하 “SNS 페이지”)에서 브라우징 및 상호작용할 때 귀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 관련 쇼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또한 귀하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침은 귀하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라가모는 귀하가 제공하거나 페라가모 서비스(당해 사이트 내 회원 전용 페이지 접속, SNS 페이지 

브라우징, 당해 사이트 또는 SNS 페이지를 통한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룹의 고객 센터 연락 등)(이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페라가모가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있어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목적 제한의 원칙,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정확성의 원칙,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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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1. 귀하는 privacy@ferragamo.com 로 전자우편을 보내 페라가모 그룹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리 대상 개인정보 

2.1. 귀하가 당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페라가모의 SNS 페이지(특히, 귀하가 소셜페이지의 채팅서비스를 

수단으로 페라가모와 적극적으로 접속할 때)와 상호작용을 하실 때, 개인으로서의 귀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서 귀하의 이름, 식별 번호, 온라인 ID 또는 귀하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최소 한 가지의 특징적 요소 등 귀하를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타인과 관련된 정보(이하 “개인정보”라고 합니다)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2. 페라가모는 당해 사이트 및/또는 SNS 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브라우징 데이터 

 

2.A.1. 당해 사이트는 인터넷상 웹사이트 표준에 따라 운영되며, 당해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절차를 통상적인 웹사이트 운영 절차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라가모는 특정 이용자와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2.A.2. 브라우징 데이터에는 귀하의 IP 주소, 위치정보(국가), 컴퓨터 도메인 명, 귀하가 당해 

사이트상에서 요청하는 리소스의 URI 주소, 요청 시간, 서버에 요청 제출 시 사용된 방법,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파일의 크기, 서버에서 보낸 답변의 수신 상태(성공, 오류 등)를 표시하는 

일련번호 등 귀하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및 IT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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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3. 브라우징 데이터는 당해 사이트 이용에 관한 익명으로 된 통계 정보를 수집하며, 당해 

사이트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당해 사이트의 하자 및 악용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브라우징 데이터는 처리된 직후 삭제됩니다. 단, 당해 사이트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속에 관한 정보는 7일 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B. 민감정보 

 

2.B.1. 귀하는 당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거나 당해 사이트 내 “인재채용(Human Resources)”, 

“고객센터(Contact)”, “논문 지원 프로그램(Thesis Support)” 또는 “인턴십(Internship)” 페이지에서 

민감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에는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 정보의 처리, 자연인을 특정하기 위한 생체 정보, 건강 관련 정보 또는 

자연인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B.2.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페라가모에 위와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귀하의 당해 사이트를 통한 

이력서 제출 등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페라가모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B.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민감정보를 페라가모에 공유하기로 하는 경우 페라가모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C.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 

 

2.C.1. 귀하는 (“고객센터” 양식을 제출하거나, 당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당해 사이트 내 

관련 페이지에서 인턴십 또는 논문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 당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C.2. 당해 사이트를 통해 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자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페라가모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 3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제 3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C.3. 이를 위하여 귀하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귀하에 의하여 당해 사이트를 통해 처리된 

정보의 주체인 제 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여하한 민원, 불만 또는 손해배상요구 등에 대해 페라가모를 

전적으로 면책하여야 합니다. 



D. 제 3 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2.D.1.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 3 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귀하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 활동하는) 제 3 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3 자는 귀하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귀하의 

개인정보를 페라가모와 제공/공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타 법적 근거(예를 들어, 귀하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가 존재한다는 것을 페라가모에 계약상 보장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페라가모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라가모는 제공받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그 정보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3 자는 

페라가모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페라가모는 페라가모가 어떻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먼저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경우 페라가모는 귀하가 언제든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 8 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페라가모에 연락하여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D.2 페라가모는 특정 직위에 대한 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귀하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공개한 직업적 소셜 미디어 프로필(예를 들어, Linkedin)을 

분석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 구매 정보 

 

2.E.1. 귀하는 등록 회원 또는 방문자의 자격으로 페라가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이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페라가모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페라가모는 본 

방침 제 3항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하여 귀하가 구매와 우리 제품의 배송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회원가입 지역, 귀하가 당해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자로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총칭하여 이하 “구매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2.E.2. 아래 제 3 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 프로파일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시는 경우 

페라가모는 귀하의 선호도와 더욱 관련성 있는 홍보물을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 정보를 

분석합니다. 

F. 위치 정보 

 

2.F.1. 페라가모는 귀하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토어에서 예약하기, 

스토어로 배송하기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페라가모 매장을 

찾아드리고자 귀하의 주소, 우편번호 또는 단순히 귀하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F.2.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귀하가 기존에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한 경우 귀하의 인터넷 네비게이션 

프로그램(“브라우저”)이 귀하와 가까운 무선 접속 지점 및 귀하가 보유한 기기의 IP 주소 정보를 통해 

귀하의 지리적 위치를 추정하여 당해 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2.F.3. 두 가지 경우 모두 선택적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지만 페라가모에게 이는 귀하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귀하의 브라우저를 통해 귀하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침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 설정(또는 

운영체제의 환경설정)을 변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G. 쿠키 

 

1. 정의, 특징 및 법령 적용 

1.1 쿠키란 귀하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전송 및 등록할 수 있는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후 귀하가 동일한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때 웹사이트로 재전송되는 

파일입니다.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활동 및 선호(예: 로그인 정보, 언어, 글자 크기 

및 기타 디스플레이 설정 등)를 “기억”하여 귀하가 동일한 웹사이트에 재방문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 내의 다른 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1.2 쿠키는 웹사이트 접속 시 전자 인증, 세션 모니터링 및 귀하의 활동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쿠키는 통계나 광고 목적으로 웹사이트 내 귀하의 브라우징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고유 ID 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웹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실행 

불가능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쿠키가 기술적 측면에서 웹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1.3 귀하는 웹사이트 브라우징 시에도 웹사이트 혹은 방문 중인 웹사이트 이외의 웹 서버로부터 

쿠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제 3자 제공 쿠키). 

1.4 쿠키에는 그 특징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다양한 기간 동안 저장될 수 있으며, 귀하가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세션 

쿠키(session cookie)”와 기존에 설정한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귀하의 기기에 남아있는 

“영구적 쿠키(persistent cookie)”로 구분됩니다. 

1.5 관련 정보 보호 법령에 따르면 쿠키 사용에 항상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술적 쿠키(technical cookie)” 즉, 전자통신망을 통한 메시지 전송에 한하여 사용되는 쿠키 

또는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쿠키의 경우 귀하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해 사이트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거나 귀하가 요청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쿠키의 경우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쿠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 수 및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총체적인 형태로 수집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분석 쿠키(Analytics cookie) 

• 이용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준(예: 특정 언어, 구매를 위해 

선택된 제품 등)에 따라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쿠키(Technical cookie). 기술적 쿠키는 웹사이트 이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브라우징, 네비게이션 및 세션 쿠키(browsing, session and navigation 

cooki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프로파일링 쿠키(profiling cookies)" 즉, 이용자에 대한 프로필을 생성하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브라우징 활동으로 나타나는 선호도에 따라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사용되는 쿠키의 

경우 항상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당해 사이트가 사용하는 쿠키의 유형 

 

2.1 당해 사이트가 사용하는 쿠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적 쿠키는 당해 사이트의 운영과 당해 사이트상의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브라우징, 세션 및 네비게이션 쿠키와 귀하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사이트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귀하의 선택(언어 등)에 따라 당해 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 쿠키(functionality cookies)로 구성됩니다. 

•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분석 쿠키를 통해 이용자들의 당해 사이트 활용 방법을 파악하고 당해 

사이트의 트래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석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귀하의 

구체적인 ID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분석 쿠키의 사용은 귀하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프로파일링 쿠키란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을 통해 나타나는 선호도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귀하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쿠키입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또는 제 3자가 

보유한 프로파일링 쿠키는 정확하게 선별되어 확인되며, 당해 사이트 또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광고 메시지 전송을 위해 활용하는 타 웹사이트를 통해 수신하는 광고 메시지가 

방문자의 선호도와 일치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광고 방침은 당해 

사이트 방문 이력, 가장 자주 방문한 페이지 및 방문자와 관련된 기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파일링 쿠키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귀하에 대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귀하가 

회원 전용 페이지에 언제 접속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방문자의 선호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social and profiling cookies)를 통해 이용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Facebook, Twitter)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당해 사이트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쿠키입니다. 

 

 

2.2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제 3자 제공 쿠키를 이용합니다. 제 3자 제공 쿠키란 당해 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 및 웹 서버로부터 받은 쿠키로, 해당 웹사이트 및 웹 서버를 소유한 제 3자의 구체적인 

목적(이용자 프로파일링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쿠키입니다. 제 3자는 일반적으로 소유한 쿠키에 

관한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자로 간주되므로 귀하는 제 3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 3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관련 고지 또는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이러한 제 3자들에 의한, 제 3자 제공 쿠키 생성, 사용 또는 제 3자 제공 쿠키의 정확한 

특징 또는 목적을 통제하거나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2.3 제 3 자 제공 쿠키 관련 정보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Akamai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Google 의) DoubleClick 및 Google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inkedin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riteo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쿠키 사용 거부에 관한 절차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acebook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witte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interes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ahoo! Japan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ialogfeed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ything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quar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icrosof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radedouble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radedoubler compliance with GDPR: 여기 

• Medalli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kamai.com/privacy
https://www.akamai.com/privacy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www.linkedin.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linkedin.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criteo.com/privacy/
https://www.criteo.com/privacy/
https://www.facebook.com/policy.php
https://www.facebook.com/policy.php
https://twitter.com/privacy
https://twitter.com/privacy
https://policy.pinterest.com/en/privacy-policy
https://policy.pinterest.com/en/privacy-policy
https://privacy.yahoo.co.jp/
https://privacy.yahoo.co.jp/
https://www.dialogfeed.com/privacy-policy/
https://www.dialogfeed.com/privacy-policy/
https://www.mything.com/shop/help/privacy/
https://www.mything.com/shop/help/privacy/
https://www.contentsquare.com/privacy-and-security/
https://www.contentsquare.com/privacy-and-security/
https://privacy.microsoft.com/privacystatement
https://privacy.microsoft.com/privacystatement
https://www.tradedoubler.com/privacy-policy/
https://www.tradedoubler.com/privacy-policy/
https://www.tradedoubler.com/gdpr-compliance/
https://www.tradedoubler.com/gdpr-compliance/
https://www.medallia.com/privacy-policy/
https://www.medallia.com/privacy-policy/


• Powerfron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akuten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akuten Do Not Sell My Info: 여기 

• Stileo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dyen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XGen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udioEy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potify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lgoli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픽셀 태그(Pixel Tags) 

 

3.1. (클리어 GIF 또는 웹 비콘이라고도 불리는) 픽셀 태그란 보통 웹사이트나 전자우편에 삽입 

가능하고 투명한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3.2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당해 사이트에서 Criteo와 DoubleClick 의 픽셀 태그를 사용합니다. 픽셀 

태그는 당해 사이트의 페이지가 열렸던 컴퓨터의 IP 주소, 페이지의 URL, 페이지 방문 시간, 사용된 

브라우저 유형을 탐지하며, 이 외에도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력했던 쿠키 값을 탐지합니다. 

3.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Criteo의 픽셀 태그 설치 거부에 관한 사항은 Criteo의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criteo.com/privac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분석 목적으로 특히,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발송된 전자우편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받는 것에 동의를 제공한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전자우편에 

픽셀 태그를 사용합니다. 

 

4. 웹사이트상 페라가모의 쿠키 

기술적 명칭 데이터 관리자 쿠키 유형, 기능 및 목적 유효기간 

JSESSIONID 살바토레 페라가모 세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LtpaToken 
LtpaToken2 

살바토레 페라가모 인증 및 세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쿠키 30분 

FRG_Social 
FRG_Analytics 
FRG_Profiling 

살바토레 페라가모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343일 

https://www.powerfront.com/privacy-policy/
https://www.powerfront.com/privacy-policy/
https://rakutenadvertising.com/legal-notices/services-privacy-policy/
https://rakutenadvertising.com/legal-notices/services-privacy-policy/
https://rakutenadvertising.com/legal-notices/subject-requests/
https://rakutenadvertising.com/legal-notices/subject-requests/
https://help.stileo.it/hc/it/articles/360010166600-Privacy-policy
https://help.stileo.it/hc/it/articles/360010166600-Privacy-policy
https://www.adyen.com/policies-and-disclaimer/privacy-policy
https://www.adyen.com/policies-and-disclaimer/privacy-policy
https://app.xgen.ai/privacypolicy
https://app.xgen.ai/privacypolicy
https://www.audioeye.com/privacy-policy
https://www.audioeye.com/privacy-policy
https://www.spotify.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spotify.com/legal/privacy-policy/
https://www.algolia.com/policies/privacy/
https://www.algolia.com/policies/privacy/
https://www.criteo.com/privacy/
https://www.criteo.com/privacy/


FRG_HIDEBANNER 살바토레 페라가모 
알림 배너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쿠키 
7일 

CompareItems_*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입한 제품의 ID 목록을 생성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priceMode 살바토레 페라가모 
온라인 스토어에서 가격 표시 모드를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searchTermHistory 살바토레 페라가모 검색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ACTIVEPOINTER 살바토레 페라가모 
온라인 스토어의 세션 ID 값이 들어 있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GENERIC_ACTIVIT
YDATA 

살바토레 페라가모 
일반 이용자와의 세션에만 존재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USERACTIVITY_* 살바토레 페라가모 

SSL 연결 및 비 SSL 연결을 통해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SESSION_ESTABLI
SHED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용자의 온라인 스토어 접속 시점에 

생성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PERSISTENT 살바토레 페라가모 
ID 맞춤화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마케팅 

기능을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NEWPERSISTENC
E 

살바토레 페라가모 
ID 맞춤화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마케팅 

기능을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30일 

WC_MOBILEDEVICEID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를 탐지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AUTHENTICATION_
* 

살바토레 페라가모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WC_Timeoffset 살바토레 페라가모 
타임스탬프(timestamp) 시간대 계산에 

사용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frg_tip, frgprf_popup 살바토레 페라가모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checkout_data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매 확인 단계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적 쿠키 
5일 

 

5. 웹사이트상 제 3 자 제공 쿠키 

기술적 명칭 데이터 관리자 쿠키 유형, 기능 및 목적 유효기간 



AKA_A2 Akamai 

DNS 프리패치와 HTTP2 푸쉬를 가능하기 

하는 어댑티브 액셀러레이션 기능을 위한 

기술적 쿠키 

1시간 

AKSB Akamai 
RUM 이 샘플링한 타임스탬프(유닉스 

시간)와 URL을 전달하는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MUID Microsoft Bing 프로파일링 쿠키 13 개월 

drt 
Google 의 

DoubleClick 
프로파일링 쿠키 1일 

Id 
Google 의 

DoubleClick 
프로파일링 쿠키 2년 

test_cookie 
Google 의 

DoubleClick 
프로파일링 쿠키 15분 

_ga 
Google Universal 
Analytics 

분석 쿠키 2년 

_gat 
Google Universal 
Analytics 

분석 쿠키 10분 

__utma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2년 

__utmb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30분 

__utmc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__utmz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6개월 

__utmt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10분 

optout, ki_r, ki_t Criteo 기술적 쿠키 5년 

acdc, eid, evt, udc, zdi Criteo 
제 3자 전송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쿠키 
6개월 

uic, uid, homepageab Criteo 
제 3자 전송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쿠키 
1년 

udi Criteo 
제 3자 전송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쿠키 
1일 

r.ack Criteo 
제 3자 전송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쿠키 
1시간 

OPT OUT Criteo 
제 3자 전송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쿠키 
5년 

_lipt, leo_profile Linkedin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1개월 

Lidc, bcookie Linkedin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30분 

__qca Linkedin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6개월 

Lang, sdsc Linkedin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_ga, dart, lu Facebook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2년 

fr Facebook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3개월 

locale Facebook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7일 

reg_fb_ext, reg_fb_gate, r
eg_fb_ref, act, wd, csm, s,
 xs, c_user 

Facebook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_ga, guest_id Twitter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2년 

_gat Twitter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1일 

nodocdom Twitter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remeber_checked_on Twitter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10년 

_pinterest_cm, csrftoken Pinterest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1년 

pinterest_referrer Pinterest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3시간 

yahoo_retargeting Yahoo! JAPAN 프로파일링 쿠키 90일 

DSID 
Google 의 

DoubleClick 
(Floodlight) 

프로파일링 쿠키 13일 

IDE 
Google 의 

DoubleClick 
(Floodlight) 

프로파일링 쿠키 1년 

id 
Google 의 

DoubleClick 
(Floodlight) 

프로파일링 쿠키 1년 

ma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7개월 

__utmz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30일 

apnxs_u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12일 

atl_mc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13일 

ck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8년 

cksession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fbx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10일 

goog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8년 

mt_8278-2482734-uk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2개월 

mtrs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8년 

mttgt2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2개월 

O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12일 

wp15169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7개월 

xid MyThing 프로파일링 쿠키 12일 



_session_id DialogFeed 기술적 쿠키 
세션 종료 

시까지 

_cs_id ContentSquare 
기술적 쿠키, 이 쿠키는 ContentSquare 의 

이용자 식별자를 포함합니다. 
13개월 

_cs_s ContentSquare 

기술적 쿠키, 이 쿠키는 ContentSquare 

solution을 위한 운영 세션에서의 페이지뷰 

숫자를 포함합니다. 

30분 

_cs_vars ContentSquare 

기술적 쿠키, 이 쿠키는 고객 변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ContentSquare 에 의해 

사용됩니다. 

세션 종료 

시까지 

_cs_ex ContentSquare 

기술적 쿠키, 이 쿠키는 몇 몇 

방문자의로부터의 정보수집을 배제하기 

위해 ContentSquare에 의해 사용됩니다. 

30일 

_cs_c ContentSquare 

기술적 쿠키, 이 쿠키는 추적되고 있는 

사용자의 동의를 저장하기 위해 

ContentSquare에 의해 사용됩니다. 

13개월 

_cs_optout ContentSquare 

분석쿠키, 이 쿠키는 몇몇 방문자로부터의 

정보수집을 배제하기 위해 

ContentSquare에 의해 사용됩니다. 

13개월 

tduid Tradedoubler 기술적 쿠키 365일 

TradedoublerGUID Tradedoubler 프로파일링 쿠키 365일 

_fbp Facebook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90일 

PI Tradedoubler 프로파일링 쿠키 1 년 

_cfduid Cookiebot 기술적 쿠키 29일 

UI Tradedoubler 프로파일링 쿠키 365일 

GUID Tradedoubler 프로파일링 쿠키 365일 

_gid Google Analytics 분석 쿠키 1일 

BT Tradedoubler 프로파일링 쿠키 365일 

backendDataInSessionFl
ag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현재 세션에서 타게팅 

자료에 기반한 사용자를 추출했는지 

표시하기 위해 사용됨. 

1년 

kampyleUserSessionsCo
unt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브라우저에 있었던 

세션사용자의 수를 추적 
1년 

DECLINED_DATE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인터셉트가 마지막으로 

거절되거나 조사가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을 때를 표시하는 타임스탬프. 

1년 



SUBMITTED_DATE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조사가 마지막으로 

제출되었을 때를 표시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1년 

kampyleUserSession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자가 그의 세션을 

시작했을 때를 표시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1년 

kampyleSessionPageCou
nter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자가 세션에 있었던 

페이지수를 추적 
1년 

kampyleInvitePresented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인터셉트가 세션에 

표시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1년 

kampylePageLoadedTim
estamp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페이지가 로드될 때 를 

표시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페이지가 

타게팅된 시간을 위해 사용됨. 

1년 

kampyleUserPercentile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자 타게팅에 대한 

비율을 위해 사용되는 0과 1의 사이값. 
1년 

LAST_INVITATION_VIE
W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마지막 절편이 제시된 

시점의 타임스탬프 
1년 

kampyle_userid Medallia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자 식별을 위한 

UUID 
1년 

inside-{CLUSTER}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클러스터로 식별된 내부 

채팅 서버의 고유한 방문자 식별 
1000일 

inside:{CLUSTER}:IN-{SI
TE}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SITE 및 클러스터 

식별자별로 INSIDE 채팅 웹 사이트 식별 
1000일 

inside-psid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 INSIDE 사전 채트 조사 

양식에서만 사용 - 방문자 식별 
10일 

inside-sexp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 INSIDE 사전 채트 조사 

양식에서만 사용 - 새 세션 또는 기존 세션 

식별 

10일 

inside-c1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INSIDE 채팅을 위한 

브라우저 퍼스트 파티 쿠키 지원 식별 
0일 s 

inside-c3 Powerfront 
프로파일링 쿠키, INSIDE 채팅을 위한 

브라우저 타사 쿠키 지원 식별 
365일 

__cfduid Powerfront 

프로파일리 쿠키, 컨텐츠 제공 네트워크 

Cloudflare 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웹 

트래픽을 식별하는 데 사용 

18일 

rmuid Rakuten 

프로파일링 쿠키, 라쿠텐 마케팅 마스터 

식별자, 36자 고유 GUID. 예: D2CF049D-

9645-4EA1-B9C6-B8FD329FB0CA 

365일 



opt-out Rakuten 프로파일링 쿠키, 추적을 거부 5년 

VisitorDataCookie Stileo 

프로파일링 쿠키, 이 쿠키는 우리 픽셀이 

스틸레오 사용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30일 

JSESSIONID Adyen 

브라우저 요청을 특정 Adyen 서버에 

연결하고 추가적인 요청도 동일한 서버로 

이동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쿠키입니다. 

5일 

_pk_id.* XGen 
개인화 된 쇼핑 경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로파일 링 쿠키 
13개월 

_pk_ses.* XGen 프로파일링 쿠키 30분 

xgen_meta_data XGen 프로파일링 쿠키 12시간 

_aeaid AudioEye 

이 일반 기술 쿠키는 오류 측정 목적으로 

브라우저에서 고유 ID를 설정합니다. 특정 

오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쿠키에 의해 설정된 

정보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1년 

aearrowkeytyping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화살표 키 입력 옵션을 

저장합니다. 

1년 

aeatstartmessage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를 기반으로 툴바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AudioEye 서비스에 

알려줍니다. 

1000일 

aeatstartmessage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자동 재생 옵션을 

저장합니다. 

1년 

aefirstmodule AudioEye 

이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현재 세션에서 

상호 반응한 첫 AudioEye 모듈의 값을 

보유합니다. 

10일 

aefirsttimeplayer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플레이어 모듈이 

활성화 될 때 플레이어 "워크스루"를 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5년 

aefirsttimetoolbar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툴바가 열릴 때 툴바 

"워크스루"를 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5년 



aefirsttimevoice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보이스 모듈이 열릴 때 

보이스 "워크스루"를 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5년 

aeintro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재생된 AudioEye 툴바 

소개 후 사용자가 사이트를 탐색 할 때 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24시간 

aekeyannounce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해 누른 키 알림 옵션을 

저장합니다. 

1000일 

aelastsite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이미 다른 

AudioEye 지원 웹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0일 

aeletterbyletter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개별 글자의 옵션을 

저장합니다. 

1000일 

aelreadercontrolbarclosed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시각적 툴킷 컨트롤 

바의(열림 또는 닫힘)상태를 저장합니다. 
분기 

aelreadersettings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탐색할 때 이러한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 

시각적 툴킷 설정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분기 

aemoduleactivation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현재 활성화 된 모듈의 

상태를 저장해 추가 방문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10일 

aeOptin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선택한 모듈 

(헬프 데스크, 사이트 메뉴, CTA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저장합니다. 

25년 

aepersistsettings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툴바 

설정에서 설정 유지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저장합니다. 

1년 

aeproductlaunched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AudioEye 툴바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만약 툴바가 

활성상태(열림)이면 값이 맞음으로 

설정됩니다. 반면 툴바가 비활성 상태 

(닫힘)이면 값이 틀림으로 설정됩니다. 이 

쿠키는 툴바 모듈을 재배치 해야하는지 

여부를 정의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10일 



aesettingsreset AudioEye 

이 보안 기술 쿠키는 사용자가 툴바에서 

재설정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영구적으로 

툴바를 재설정 하는데 사용됩니다. 

분기 

aecontrast, aefirsttimerea
der, aefontface, aefontsiz
e, aeletterspacing, aelineh
eight, aeplayerhelp, aevoi
cemode, aewordspacing, 
aezoom 

AudioEye 

이러한 기술 쿠키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에 AudioEye 툴바를 사용했던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sp_landing Spotify 기능적 쿠키 1일 

sp_t Spotify 기능적 쿠키 1년 

_ALGOLIA Algolia 분석 쿠키 6개월 

_GRECAPTCHA Google 

기술적 쿠키- 구글 reCAPTCHA 는 위험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때 

이 필수적인 쿠키를 설정합니다. 

6개월 

 

6. 쿠키 설정 

 

기술적 및 분석 쿠키 

주의: 당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쿠키를 차단 또는 삭제하시는 경우 웹사이트 브라우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당해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일부 정보 또는 설정을 변경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술 쿠키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옵션 메뉴에서 아래 표시된 

것과 같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 쿠키 

분석 쿠키는 익명이기 때문에 기술적 쿠키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분석 쿠키도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언제든지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쿠키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 

 

브라우징 옵션 



귀하는 귀하의 브라우저 옵션을 통해 당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쿠키를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귀하의 쿠키 설정이 

재설정됩니다. 귀하의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설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안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 파이어폭스(Firefox) 

• 크롬(Chrome) 

• 사파리(Safari) 

• 오페라(Opera) 

• 마이크로소프트엣지 

 

앞에 언급된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신의 정보는 YouOnlineChoice(EU), 네트워크 광고 

이니셔티브(미국) 및 디지털 광고 연합(미국), DAAC(캐나다), DDAI(일본)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당신은 대부분의 광고 도구에 

대하여 추적 선호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 외에 

이러한 자원을 사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A.1. 페라가모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당해 사이트 및/또는 관련이 있는 SNS 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귀하의 개인 계정과 관련하여 로그인 ID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귀하의 신원 확인 및 지원; 

귀하의 구매 이력을 참고하고 선호 제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고객 관리”) 

• 신청한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 내용이 아닌 정보성 내용(예: 신제품 소개)을 다루는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 페라가모의 SNS 페이지(예: Facebook, Instagram, LinkedIn 등)에서의 브라우징 및 

상호작용(“소셜네트워크 관리”) 

• 구매 주문 확정; 요청 시 활성화되는 서비스로 주문 시 재고가 있었던 제품 중 페라가모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제품을 주문할 가능성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 

배송(“스토어에서 예약하기, 스토어에서 픽업하기 및 스토어로 배송”). 본 목적은 (i) 페라가모 고객 

센터를 통한 일반적인 판매 전/후 지원, (ii) 법적 보증 하에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품 수리 또는 

반품 등을 포함한 지원, (iii) 제품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에 대한 페라가모의 

의무 준수 보장 등 판매 단계 중 구매 전/후 단계에서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수반합니다("판매"). 

•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채용 중인 직위 또는 모집 중인 인턴십에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의 지원서, 

이력서 와 지원 동기 또는 참조문서의 검토; 지원자 대상 연락(“채용”) 

https://support.microsoft.com/help/17442/windows-internet-explorer-delete-manage-cookies
https://support.microsoft.com/help/17442/windows-internet-explorer-delete-manage-cookies
https://support.mozilla.org/kb/enhanced-tracking-protection-firefox-desktop
https://support.mozilla.org/kb/enhanced-tracking-protection-firefox-desktop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
https://support.apple.com/guide/safari/sfri11471/mac
https://support.apple.com/guide/safari/sfri11471/mac
https://help.opera.com/latest/web-preferences/
https://help.opera.com/latest/web-preferences/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27947/microsoft-edge-delete-cookies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27947/microsoft-edge-delete-cookies


• 전세계 스토어에서 개인 맞춤형 판매 서비스 제공; 광고 자료 발송; 명시된 연락 수단을 통해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제품 및 이니셔티브에 관한 의견 수렴(“마케팅”) 

• 페라가모의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을 통한 판매촉진 자료 발송(“소프트 옵트인”) 

• 구매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입 시 선택했던 것과 유사한 페라가모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전자우편 및 우편 마케팅 자료 발송(“리커버리 카드(Recovery Cart) 

마케팅 관리”) 

• 관심사에 맞는 자료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선호도 파악. 귀하의 개인정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일차적 검증 요청을 받아들였던 이탈리아 감독 당국이 채택한 2013 년 5 월 30 일자 

결정에 규정된 보장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프로파일링”). 

• 귀하의 당해 사이트 이용을 통해 드러난 선호도 파악; 우리의 쿠키정책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 쿠키를 사용하여 파악된 선호도에 맞는 광고 메시지 발송. 이러한 쿠키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귀하에 대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귀하가 회원 전용 페이지에 언제 접속하였는지 인식하고 귀하의 선호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쿠키정책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소셜 및 프로파일링 

쿠키로 인해 이용자는 소셜네트워크(Facebook, Twitter)와 상호작용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당해 

사이트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타겟 재설정”). 

• 귀하에게 고객만족도 조사자료를 발송하고 귀하가 페라가모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 

느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귀하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된 답변 및 피드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가능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일반적으로 집계된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페라가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조사”)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의 장비를 통해 페라가모 제품 내부에 

심어진 태그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컨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활동의 

맥락에서 페라가모는 귀하가 사용하는 장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기기 유형, 언어, IP 일반 

로컬리제이션)만 처리하고 귀하의 장비에 있는 어떠한 신분정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태그”) 

• 부정 및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페라가모 제품 내부에 부착된 태그가 장비에 의해 읽히는 시기와 

장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사용하여 페라가모 

제품의 불법적인 제조 그리고/또는 유통을 막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당신의 장비가 ID 

태그를 읽고 이에 따라 페라가모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합니다. 그런 다음 페라가모는 상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치 유형, 언어, IP 일반 로컬리제이션(예: 이런 경우가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치에 의해 동일한 태그가 판독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러한 처리 활동은 사용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제품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페라가모가 위조와 관련된 일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위조방지”) 

•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 및/또는 추가 처리 등 특수한 경우에 따라 페라가모에 적용되는 법률 

준수(“준법감시”) 



• 당해 사이트의 악용 또는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와 관련하여 당해 사이트를 

통해 수행되는 사기 활동 방지 및 탐지; 페라가모의 권리 방어(“악용·사기 방지”). 악용·사기 방지를 

위하여 귀하의 제품 구입 관련 개인정보는 Riskified와 Cybersource에 공유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방침 제 5.A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데이터 관리 및 정보 처리의 필수적·선택적 특성 

4.1. 페라가모가 본 방침 제 3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정(EU) 2016/679(이하 

GDPR)에 따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 관리: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는 GDPR의 제 6.1.b항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귀하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뉴스레터: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b항에 따라 귀하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레터를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뉴스레터 서비스는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귀하의 전자우편 구독에 대한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본 방침 제 8항의 안내 또는 우리의 뉴스레터 하단에 있는 구독해지 

링크를 통해 향후 이메일을 받는 것을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일한 결과는 더 이상 

뉴스레터를 수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셜네트워크 관리: 소셜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수행하나, Facebook(페라가모와 Facebook 간에 체결한 공동 관리 계약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과 같이 쿠키를 통해 정보 처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관련 회사 

및/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b항에 따라 귀하가 페라가모의 SNS 페이지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SNS페이지와 상호작용을 할 때, 관련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정책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페라가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페라가모는 

귀하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셜네트워크 관리 목적의 경우, 홍콩·중국·대만·마카오, 한국 또는 일본 내 SNS 페이지에 대해서는 

Ferragamo Hong Kong Ltd, 페라가모코리아 주식회사 또는 Ferragamo Japan K.K.이 각각 관련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 판매서비스가 유럽연합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판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판매서비스가 유럽연합 외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page_controller_addendum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page_controller_addendum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 관련 회사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b항과 6.1.c 에 따라 

귀하가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구매 제품을 귀하에게 배송하여 귀하와의 구매 

계약을 이행하고, 소비자법에 따른 페라가모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는 귀하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매 목적의 경우,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멕시코, 미국 또는 중국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Ferragamo Australia Pty Ltd, Ferragamo Canada Inc., 페라가모코리아 주식회사, 

Ferragamo Japan K.K., Ferragamo Mexico S. de R.L. de C.V., Ferragamo USA Inc. 또는 

Ferragamo Fashion Trading (Shanghai) Co. Ltd.가 각각 관련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또는 (본 방침에 열거된 페라가모 

그룹의 자회사 중) 귀하가 지원서를 제출한 관련 회사가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귀하에게 신규 채용직을 제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GDPR의 제 6.1.b항에 

따라 (잠재적) 계약 체결 전에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귀하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페라가모는 귀하의 지원서를 심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케팅: 귀하가 이탈리아 소재 스토어나 당해 이탈리아 사이트상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탈리아 이외 국가 소재 스토어나 이탈리아 외 다른 국가의 당해 사이트상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 관련 회사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a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 하에 수행됩니다. 귀하는 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페라가모에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페라가모로부터 추가 마케팅 관련 연락을 

수신하지 않는 것 외에는) 동의 거부에 따른 어떠한 다른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동의는 추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목적의 경우, 관련 회사란 (본 방침에 열거된 페라가모 그룹의 자회사 중) 귀하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명시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페라가모 그룹 내 다른 회사에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 옵트인: 이 목적을 위한 처리는 Salvatore Ferragamo가 당신이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통해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때 자율적인 데이터 컨트롤러로서 수행 됩니다. 이 과정은 페라가모의 

합법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홍보 자료를 보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GDPR의 제 6.1.f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즉, 옵트 아웃)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페라가모의 소프트 옵트-인 통신 수신 불가 제외). 귀하는 

수신한 각 전자우편의 하단에 있는 옵트 아웃 링크를 사용하여 반대할 수 있다. 

• 리커버리 카트(미결제상품) 관리: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미결제 상품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f항에 



따라 귀하가 당해 사이트를 통해 기존에 구매하였던 것과 유사한 페라가모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 전자우편을 귀하에게 직접 발송함에 있어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갖는 적법한 이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자우편 하단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이러한 정보 

수신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페라가모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수신 

중단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파일링: 귀하가 이탈리아 소재 스토어에서 혹은 당해 이탈리아 사이트상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프로파일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귀하가 이탈리아 이외 국가 소재 스토어에서 혹은 이탈리아 외 다른 

국가의 당해 사이트상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 관련 

회사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프로파일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GDPR의 제 6.1.a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 하에 수행됩니다. 귀하는 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공동 관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이트와 관련한 귀하의 이용자 경험이 더욱 맞춤화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동의 거부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동의는 추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링 목적의 경우, 관련 회사란 (본 방침에 열거된 페라가모 그룹의 자회사 중) 귀하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명시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페라가모 그룹의 다른 회사에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타겟 재설정: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타겟 재설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당해 사이트의 쿠키 관련 배너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사이트 브라우징 시 GDPR의 제 6.1.a항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동의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귀하는 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이트와 관련한 귀하의 이용자 경험이 더욱 맞춤화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동의 거부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동의는 쿠키정책 제 6항에 명시된 옵션을 활용하여 추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마케팅에 대한 귀하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전송되며, 통계 목적의 

처리는 GDPR 의 제 6.1.f 항에 따라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인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페라가모 서비스 및/또는 구매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살바토레 페라가모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Smart Tag: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처리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행하며, GDPR의 제 6.1.b항에 따라 페라가모 제품 내부에 있는 Tag에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기기를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페라가모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 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위조 방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처리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행하며, GDPR의 제 6.1.f항에 따라 제품의 위조를 방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에 

기초합니다. 페라가모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 또는 (본 방침에 열거된 페라가모 그룹의 자회사 중) 관련 회사는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들)로서 GDPR의 제 6.1.c 항에 따라 각 담당 분야에 따라 준법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정보 처리 업무는 법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귀하가 페라가모에 여하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공공 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악용·사기 방지: 악용·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오로지 (잠재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악용 또는 사기 행위를 방지 및 탐지하고,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또는 관련 회사로 

하여금 GDPR 의 제 6.1.f 항에 따라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절차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유럽연합, 호주 및 미국에서 수행되는 판매 거래에 대한 구매 정보를 

Riskified와 공유하며, 멕시코와 일본에서 수행되는 판매 거래에 대한 구매 정보는 각각 F. Mexico 

S. de R.L. de C.V. 및 Ferragamo Japan K.K.와 CyberSource Limited 와 함께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방침 제 5.a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의 수령인 

5.1. 귀하의 개인정보는 본 방침 제 3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개인 및 법인(총칭하여 이하 

“수령인”)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a. 페라가모를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로 활동하는 독립체. 구체적으로, 

I.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회계, 행정, 법무, 세무, 금융 및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페라가모에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전문기업 

I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독립체(예: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전자우편 

플랫폼 제공업체) 

III. 기술적 유지보수(네트워크 장비 및 전자통신망 유지보수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권받은 

법인 및 개인 

b. 관계 법령 혹은 상장 기업, 기관 또는 당국의 구속력 있는 명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활동하는 상장 기업, 기관 또는 당국 

c. 판매 목적으로 귀하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활동하는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d. 이하 제 5.A항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페라가모에 악용·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e. 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페라가모에 

의해 수권받은 자로서,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기밀 유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의무가 

있는 자(예: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또는 관련 회사의 직원) 

귀하의 개인정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룹 내 모든 회사들 간에 체결된 정보 보호 약정에 따라 상기 

제 3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그룹 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rivacy@ferragamo.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악용·사기 방지를 위한 구매 정보 공개 

5.A.1. 앞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악용·사기 방지 목적으로 30 Kalisher St., Tel Aviv 6525724 Israel 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Riskified Ltd. (이하 “Riskified”) 또는 Cybersource Limited (이하 “Cybersource”)가 

거래에 관한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악용·사기 탐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Riskified 와 

Cybersource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기 방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귀하의 결제 보안을 보장하고 페라가모가 우리의 고객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신뢰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오용을 막기 위하여 자율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귀하의 구매 정보를 처리합니다. 

5.A.2. 상기 제 4 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 관련 회사는 Riskified 와 

Cybersource 에 귀하의 구매 정보를 공개합니다. Riskified 와 Cybersource 는 웹사이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결제가 적법하게 처리된고 지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페라가모의 적법한 이익에 따라 구매 정보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Riskified와 

Cybersource의 정보 처리는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행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제가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귀하의 구매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체결된 거래와 관련된 다른 정보와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A.3.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Riskified와 Cybersource가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노력에 

대한 설명은 Riskified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riskified.com/privacy/)과 Cybersource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cybersource.com/privacy/)을 각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privacy@ferragamo.com 으로 전자우편을 보내 페라가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5.A.4. Riskified 에 귀하의 구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곧 유럽경제지역 외부로의 구매 정보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매 정보는 미국으로 이전되어 해당 국가 내 Riskified의 

서버에 보존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 간 이전” 계약 

조항에 따라, 귀하의 구매 정보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이전에 따른 책임은 Riskified에 

있습니다. 표준 계약 조항 사본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privacy@ferragamo.com 으로 전자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매 정보에 대한 백업 데이터 사본은 이스라엘에 있는 Riskified의 서버에 

보존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 1월 31일 이스라엘의 법적 체계하에서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적합성 결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동 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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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5. 본 방침 제 8.6항에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귀하는 악용·사기 방지를 위한 귀하의 구매 정보 관련 

안내 수신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이전 

6.1.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페라가모 그룹의 특성 상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 항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이전 

이외에도 유럽경제지역(EEA) 외부에 소재한 수령인들에게 일부 이전됩니다. 페라가모는 이러한 

수령인들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적정성 결정 내지는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privacy@ferragamo.com 으로 전자우편을 보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유 

7.1.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귀하가 당해 사이트에 계정을 보유하고 페라가모의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살바토레 페라가모 개인고객 리스트) 고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것이므로 페라가모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잠재적 책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7.2. 뉴스레터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귀하에게 발송되는 전자우편 하단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귀하가 뉴스레터 수신을 거부하기 전까지 보관됩니다. 뉴스레터를 위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것이므로 페라가모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잠재적 책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7.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자 있는 

상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생산자로서의 책임의 대한 페라가모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관됩니다.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 제공업체와 공동 관리되는 경우, 해당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유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예: 구입한 제품의 배송)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페라가모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잠재적 책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7.5. 채용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또는 관련 

회사와 고용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이력서 접수 시점 혹은 선정 절차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6 개월 간 보관됩니다. 36 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신규 채용 소식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15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페라가모는 기한 내에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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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귀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페라가모는 36개월 간의 추가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유합니다. 

7.6. 살바토레 페라가모 및/또는 관련 회사가 마케팅 및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수집한 구매 정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일차적 검증 요청을 받아들였던 이탈리아 감독 당국이 채택한 2013년 5월 30일자 

결정에 따라 7년 간 보존됩니다. 

7.7. 소프트 옵트인을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그러한 목적에 반대를 할 때까지는 보존됩니다. 

7.8. 타겟 재설정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존됩니다. 

7.9. 미결제 상품 관리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미결제 상품 관련 전자우편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통해 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반대하실 때까지 보관됩니다. 

7.10. 준법감시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7.11. 위조방지 및 스마트태그를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2 년동안 보존됩니다. 악용·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페라가모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공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당국에 공유하기 위하여 보존해야 하는 때까지 보관됩니다. 

7.12.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rivacy@ferragamo.com 에 서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 귀하의 개인정보를 연장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 

8.1. 귀하는 정보주체로서 언제든지 페라가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처한 특정 상황과 관련한 사유에 근거하여 페라가모에 의한 정보 처리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페라가모에 제공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계 판독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2.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이트에 생성된 이용자 프로필을 열람하여 귀하가 선호하는 전자우편 주소 등 

귀하가 페라가모에 제공한 개인정보 대부분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마케팅, (그에 따라 구성된 설문조사) 및 프로파일링의 경우, 귀하는 동의 철회 전에 적법하게 수행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해함 없이 추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4. 뉴스레터, 소프트옵트인과 리커버리카트의 목적과 관련하여, 귀하는 수신된 전자우편의 하단에 표시된 

옵트아웃 링키를 클릭하여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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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타겟 재설정의 경우, 귀하는 쿠키정책 제 6항에서 설명한 옵션을 활용하여 동의 철회 전에 적법하게 

수행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해함 없이 추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6. 위 요청은 페라가모에 privacy@ferragamo.com 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로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룹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8.7. 귀하는 귀하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사유에 근거하여 악용·사기 방지를 위해 귀하의 구매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페라가모는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에 우선하는 적법한 

근거를 위하여 또는 법적 청구를 제기, 행사 또는 방어하기 위한 본 목적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8.8. 귀하는 당해 사이트를 통해 수행된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시는 경우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할 감독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9. 개정 

9.1. 페라가모는 본 방침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거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등 단순히 본 방침의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페라가모는 변경사항 도입 시 

가능한 빨리 해당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당해 사이트 게재와 동시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페라가모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본 방침의 가장 최신 버전을 숙지하기 위하여 본 방침을 수시로 열람할 것을 권장합니다. 

10. 현지 처리 및 개인정보 법령(해당되는 경우) 관련 추가 정보 

10.1. 페라가모 그룹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본 방침 또한 유럽연합 및 이탈리아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귀하의 국가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페라가모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privacy@ferragamo.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페라가모 그룹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본 방침 또한 유럽연합 및 이탈리아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귀하가 소재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대한민국 

10.A.1.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Mr. Gabriele Faggioli 또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 담당 회사는 Partners4Innovation s.r.l.이며, 페라가모코리아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윤석호 이사 또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 담당 부서는 IT부서입니다. 

10.A.2. [페라가모]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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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당 사항 없음 

 
 

10.A.3. [페라가모]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 업무 

[문자천국] [광고/홍보 정보 전달(문자 전송)] 

[일양로지스틱스] [상품 배송업무] 

[이지오스] [After Sales서비스 업무] 

[철스, 이태리옷수선실] [수선업무] 

[플레이오토] [온라인 몰 주문 데이터 관리] 

 
 

10.A.4. [페라가모]는 아래와 같이 해외 소재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받는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국가) 

이전대상 

개인정보 

항목 

이전 일시 

및 방법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전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British Telecom Italia S.p.A. 

dpo@pec.btitalia.it 

이탈리

아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센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이전함. 

Virtual 

Private 

Network

를 통해 

데이터센

터 서버로 

이전된 때 

서비스 

공급자는 

네트워크 

기반시설 및 

서버를 

담당하기 때문 

모든 정보에 

접근함.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Tecla.it S.r.l. 

privacy@tecla.it 

이탈리

아 

이름 성명 등 

연락처 

자료의 

획득 후 

고객이 

사이트를 

서비스공급자

와의 



정보와 Order 

정보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접근/이용하는

데 원활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팀 지원 

계약종일까로 

한정됨. 

Salecycle Ltd. 

andrew.elves@salecycle.co

m 
영국 

이름 성명 등 

연락처 

정보와 Order 

및 상품 정보 

HTTPS 를 

통한 이전 

고객의 

구매형태 

분석에 따른 

지원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6개월간 보관. 

Deloitte Italy S.p.A. 

dataprotectionofficer@deloi

tte.it 

이탈리

아 
ERP 거래자료 

자료 

이전은 

없고, 

VPN 을 

통한 접근 

기술적인 조언 

목적 

딜로이트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관. 

Altevie Technologies s.r.l. 

privacy@altevie.com 

이탈리

아 

이름, 성명,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 

자료의 

획득 후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목적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Proclient S.r.l. 

marco.frigo@pro-client.it 

이탈리

아 

이름, 성명,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 

자료의 

획득 후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목적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Skynet S.r.l. 

Riccardo.badii@skynetsrl.c

om 

이탈리

아 

이름, 성명,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 

자료의 

획득 후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목적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Bizeta Retail Solutions S.r.l. 

andrea.preite@bizeta.net 

이탈리

아 

이름, 성명 등 

개인정보 

자료의 

획득 후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매출 증대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Allos S.r.l. 

Vincenzo.degiovanni@allos

.it 

이탈리

아 

직원 개인 

정보 

자료의 

획득 후 

네트워크

를 통한 

이전 

직원 관리 

서비스공급자

의 

계약기간까지

로 한정됨. 

 
 

10.A.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페라가모는 해당 요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대상 항목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통신비밀보호법 

○ 웹사이트 방문 기록: 3년 

10.A.6. 페라가모는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i)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적절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ii) 기타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10.A.7. 제 8 항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법적 대리인이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