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안)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추가>

수탁업체명

카카오페이

수탁업무

제공정보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식별 ID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전자문서 발송

계좌번호,
조치단계,
매매종목,
매매일자,
선정사유,
수탁거부기간,
기타내용,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명

연락처

1644-7405

[제11조] 맞춤형 광고 안내
<신설>
(이하 조문 번호 순차 이동)

맞춤형 광고 안내
맞춤형 광고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 기록, 활동 로그 및
검색 이력(이하 ‘행태 정보’)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광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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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식별자(advertising id)’를 사용합니다. 광고식별자는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 발급하는 ID 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맞춤형 광고의 이용자 정보보호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용자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광고식별자를
통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광고식별자를 통해 수집한 행태정보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추정 성·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컨텐츠
제공을 위해 최대 1 년간 보관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만 14 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
14 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활동로그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만 14 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광고 설정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맞춤형 광고 수신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차단한 경우 더 이상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내 이러한 관심사 기반의 광고 노출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각 OS 에서 아래와 같은 설정방법에 따라 맞춤형 광고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 홈 > 설정 > Google > 광고 >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ON)
- iOS : 홈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추적 >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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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바로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행태정보: 웹 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행태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사업자명 (주)카카오페이증권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이용자의 서비스 내 방문 기록, 활동 로그
및 검색 이력

행태정보 수집
방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수집 · 전송

행태정보 수집
목적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추정
성·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컨텐츠 제공

행태정보 보유
이용기간

최대 1 년간 보관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함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 Android
google 설정 > 광고 > 관심기반 광고선택
해제
· iOS
설정 > 개인정보보호 > 광고 > 광고 추적
제한

이용자 피해구제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160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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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카카오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이용자의 서비스 내 방문 기록, 활동 로그
및 검색 이력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추정
성·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컨텐츠 제공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 13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생략)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 v. 6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일 : 2022 년 1 월 12 일

[제 14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 v.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일 : 2022년 7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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