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Afee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
적용 날짜: 2017년 4월 4일
이 고지 사항은 McAfee가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및 McAfee가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를 존중하며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McAfee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 McAfee, LLC 및 귀하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사(“McAfee”, “당사”)는 개인 정보, 보안 및 온라인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사용자", "귀하")의 온라인 정보 및 활동을 절도, 중단 및 무단 액세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고지 사항")은 개인 정보가 수집, 사용 및
공유되는 방식을 알려 줍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은 당사의 웹 사이트, 제품, 서비스 및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통칭,
"서비스")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확보한 개인 정보에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의 다양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등 일부 제품 및 서비스에는 별도의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 개인 정보 취급 방침과 같이 별도의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웹 사이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고지 사항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비스 사용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는 이 고지 사항 및 당사의 사용권
계약이 적용됩니다(적용 가능한 손해 배상 제한 및 분쟁 해결 포함).
McAfee가 성장하고 비즈니스가 변경됨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적당한
시점에 당사는 이 고지 사항 또는 개별 제품에 대해 설정한 기타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중요한 경우 먼저 여기에 게시하고, 변경 사항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려고
시도합니다(예: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경우 이메일 발송). 이 고지 사항의 최신 버전을 검토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비즈니스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이 정보에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개인 정보라고도 함)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지 사항에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과 개인 정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여러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당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결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
•
•
•
•
•

앱과 이 사이트를 포함하여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사용자가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운로드하고 구입하도록 허용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고객 지원을 포함하여 당사와
사용자의 관계를 개인화하여 관리
문의 사항 또는 사건 조사, 대응 및 관리
법의 집행 및 규제 기관과의 작업 및 대응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등 당사의 비즈니스 관련 문제 연구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
다음은 당사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형의 예입니다.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은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
•
•
•
•
•
•
•
•

연락처 정보(예: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
결제 정보(결제 카드 번호, 청구서 주소 및 은행 계좌 정보 포함)
McAfee 구매 기록 또는 제품/서비스 사용 기록
계정 로그인 자격 증명
위치 정보
관심 분야
인구 통계 정보
사진, 이미지, 동영상 및 관련 해시 값
지문 또는 음성 녹음 등 생체 인식 데이터

위의 정보 외에도 당사 서비스와의 사용자 상호 작용 또는 당사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기타
정보("사용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데이터(예: 클릭스트림 데이터 및 총 사용
통계)의 대부분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닙니다. 반면, 일부 사용 데이터는 단독으로 또는 개인
정보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ID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결합된 데이터를
개인 정보로 취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 데이터는 시스템 또는 기술(예: 쿠키)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McAfee에서 웹 브라우저나 McAfee 제품 및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수집될
수 있는 사용 데이터 유형의 예입니다.
•

컴퓨터, 장치, 응용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 정보(IP
주소, 브라우저 특성, 장치 ID, 운영 체제 및 언어 기본 설정 포함)

•

당사 웹 사이트에서의 활동 및 제품과 서비스 이용 패턴(참조 URL, 웹 사이트 방문 날짜
및 시간, 클릭스트림 데이터 포함)

•

인터넷, 앱 또는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방문한 웹 사이트의
URL이나 도메인 이름,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또는 트래픽 데이터 포함)

•

잠재적 악성 프로그램이나 스팸과 같은 파일 및 통신에 대한 데이터(컴퓨터 파일,
이메일 및 첨부 파일, 이메일 주소, 메타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 또는 이러한 정보의
부분 또는 해시(해시 파일은 산술 알고리즘에 의해 숫자 문자열로 변환된 파일임)를
포함할 수 있음)

정보 수집 방법
정보는 당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수집되기도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직접 또는
경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집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서 직접 수집하는 정보는 연락처 상세
정보, 결제 또는 청구 데이터, 고객 서비스 요청 사항이나 제품 관련 리뷰 또는 설문 응답과
같은 관계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와 공유할 정보의 양을 사용자가 결정하지만 필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를 완료하려면 결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McAfee 사이트 및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경우 사용
데이터와 같이 귀하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정보 및 브라우저나 모바일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수집된 기타 정보를 받아서 저장합니다. 이 정보에는 IP 주소,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기본 설정 언어, 장치의 IP 주소나 GPS, 무선 또는 Bluetooth 기술을 사용한 지리적 위치, 운영
체제 및 컴퓨터 플랫폼, 구매 기록, 날짜 및 시간을 비롯한 McAfee 사이트의 전체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클릭스트림, McAfee 사이트에서 보거나 검색한 제품 또는
방문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방문 시 머물렀던 시간과 방문 및 구매 또는
서비스 사용 횟수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방문 시 추적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하나
이상의 고유한 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부분 다양한 추적 기술에 의해 생성됩니다. 추적 기술에는 “쿠키”, “Flash LSO”,
“웹 비콘” 또는 “웹 버그” 및 “투명 GIF”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쿠키 및 기타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읽고 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쿠키 및 기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쿠키 고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소스로부터 얻는 정보: 다른 소스에서 귀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기존
정보에 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에 대한 가입자 목록을 받고 귀하가 당사
제품의 사용자이자 가입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해당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다른 소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예로는 당사의 기록을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업데이트된 배송 또는 결제 정보, 구매 또는 상환 정보, 고객 지원 또는 등록 정보, 비즈니스
파트너의 페이지 뷰, 검색 용어 및 검색 결과 정보, 사기 방지 및 검색을 위한 신용 또는 ID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사용 방법
귀하가 장치를 켜거나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파일을 열 때마다 귀하의 데이터 및 시스템은
해커,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및 기타 형태의 무단 액세스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McAfee 보안 제품 및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보안 및 위협 탐지. 당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위협을 예측하고 귀하와 귀하의
장치 및 정보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Afee는 다음의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귀하의 장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 취약점,
의심스러운 활동 및 공격을 분리하고 식별함
장치나 파일의 평판에 액세스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 조언함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함(시장 및 소비자 조사,
트랜드 분석 포함)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조정함

비즈니스 사용. 또한다음과 같은 기타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McAfee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여 맞춤형 개인 설정을 하면서 사용자의 행동 방식을
분석함
McAfee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함
결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며 트랜잭션을 완료함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권을 관리하고, 요청,
질문 및 의견에 응답함
특별 행사, 프로그램, 설문조사, 콘테스트, 경품 행사 및 기타 제안과
프로모션에 대해 알리고 고객 참여를 관리함
당사 블로그 및 기타 의사 소통 공간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함
당사의 웹 사이트, 제품, 서비스 및 광고를 맞춤 제작하고 측정하고
개선함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웹 사이트를 분석하고 개발함
회계, 감사, 청구, 조정 및 수금 활동을 수행함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발생하는 배상 청구, 채무, 금지된 활동 및
범죄 행위를 예방, 탐지, 식별, 조사, 대응하여 보호함
해당 법적 요구 사항, 계약 및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함
이 고지 사항에 일치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함.

서비스의 일부로 처리. 당사는 특정 정보를 당사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처리합니다. 당사
제품이나 서비스 중 하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장치
환경에서 백그라운드로 작동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작업을
수행합니다.
•
•
•
•
•
•

스팸 방지
바이러스 보호
침입 탐지, 예방 및 보호
위협 예방 및 예측
네트워크 방어
데이터 암호화

•
•

모바일 장치 잠금
백업 및 복구 활동

제품 업데이트 및 보고. 또한 McAfee 제품 및 서비스는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여 업데이트 및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기능은 시스템에서 서비스 관련 파일을 새로
고치거나 최신 버전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및 서비스는
보고서 파일을 McAfee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확인되었거나 의심스럽거나
감염되었거나 원치 않는 파일 또는 이메일 수, 감염 수, 탐지된 감염의 날짜와 해시 값 및
잘못된 부정/잘못된 긍정 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목적은 특정 감염
빈도나 위협 확산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McAfee는 또한 실제 사용을 토대로 제품을 사용자
기본 설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무료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당사는 당사의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무료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방문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일부 제품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관심 있는 광고를 당사 또는 당사의 파트너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및 개인적으로 사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웹 검색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공유합니다. 이러한 제3자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이 정보 공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제공 기능도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당사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존중합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된 경우 외에,
당사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계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자체 마케팅 용도로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과의 의사 소통(예: 당사를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자)을 용이하게 하여 비즈니스 운영, 서비스 광고 또는 홍보,
비즈니스 변경 또는 이전을 쉽게 하도록 법에 의거하거나 귀하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가 수집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이 고지 사항에 설명된 목적, 즉 (i) 서비스 및 콘텐츠(예: 등록, 판매 및 고객 지원)를
제공하고, (ii) 불법 행동 및 당사 정책 위반을 탐지하여 방지하고, (iii) 제품, 서비스 및
통신에 대한 결정의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McAfee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선택하거나 귀하가 사용자 콘텐츠(예: 귀하가 만든
그룹에 대한 의견 및 리뷰, 소셜 미디어 게시, 사진 또는 위치)를 게시한 특정 서비스에
필수적인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

•

•

당사에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저장, 판매, 마케팅, 조사, 결제 처리, 고객 지원
및 수금 포함)를 제공하는 승인된 서비스 공급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은 개인 정보 사용 제한에 동의하고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
이상으로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제3자에 직접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예: McAfee 웹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제공) 일반적으로 제3자의 기준(McAfee의 기준과 같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보의 공개가 사기 행위나 신용 위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물리적, 재무적 또는
기타의 위험, 부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관련 법률이 지시하거나 요구한 대로 또는 소환장에 응하거나
의심스러운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활동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정부
기관이나 사법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활동을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 합병, 자산 매각, 실질적으로 당사 자산이나 기능이 모두 포함된 기타 유사한
비즈니스 양도(비즈니스 자산의 일부로 개인 정보 양도 또는 공유) 협상과 관련하여
또는 이러한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해당 당사자가 이 고지 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의 제품 또는 귀하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사용 데이터 및 익명 처리된 정보를 제3자 광고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파트너 및 이와 유사한 공급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제3자 광고주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3자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허용하거나 설명한 것
이외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러한 공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므로 귀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개인 정보 보호 권리 - Shine the Light 법
McAfee는 귀하의 허락 없이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자체 마케팅 목적에 사용하려는 당사의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3자 광고
광고는 McAfee가 많은 무료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자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과
같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광고를 게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제3자 광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광고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컴퓨터에 쿠키를 다운로드하거나 JavaScript 및 "웹
비콘"("1x1 GIF" 또는"투명 GIF"라고도 함)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광고 콘텐츠를 개인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보낼 때마다 컴퓨터나 장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컴퓨터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개인이 광고를 본 곳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하고 어떤 광고를 클릭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광고주는 McAfee 웹 사이트에서 보거나 상호 작용한 콘텐츠를 추적하여 다른
웹 사이트에서 귀하에게 광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지 사항에 설명된 사항 외에

귀하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주소와 같은 연락처 정보를 제3자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McAfee가 쿠키와 같은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및 귀하가 그러한
기술이나 광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쿠키 고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고지
사항에서는 광고주의 쿠키 사용 또는 기타 추적 기술을 다루지 않습니다.
앱에 위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 경우 모바일 광고 파트너가 귀하의 위치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광고를 타게팅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위치 기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타게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적 방지 공개: 당사 사이트는 추적 방지 신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특정 추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쿠키 비활성화). 추적 방지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당사의 보안 수단
당사는 행정적, 조직적, 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당사가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당사의 보안 통제는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 데이터 센터, 시스템 및 기타 자산의 보안 취약성을 검사합니다.
McAfee는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방식을 따라
지불 카드 데이터를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 웹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 카드 번호 전송에 SSL 암호화가 사용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선택권
McAfee는 사용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식 및 사용자에 대해 얻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McAfee 제품을 사용하여 수집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 이메일에서 가입 취소 링크 또는 다른 지침을 클릭하거나
아래 “연락처” 섹션에 표시된 대로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내 계정 섹션을 방문하시면 마케팅 정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McAfee 제품에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제품의 정보 수집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관련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해당 기술 지원 채널로
문의하십시오.
McAfee 웹 사이트 사용 후기에서 개인 정보를 제거하려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더 이상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McAfee는 보안 업데이트,
제품 기능,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 또는 기타 마케팅 이외의 거래, 관리와 관련된 목적이
있으면
귀하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McAfee 제품을 구독하는 경우 내 계정을 방문하여 자신의 프로파일에 포함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나와 있는 대로 당사에 연락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변경 또는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요청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관리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당
수수료를 알려 드립니다.
데이터 보존
개인 정보를 보존하는 기간은 이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McAfee는 귀하가
등록된 구독자나 제품 사용자로 있는 기간 동안 또는 당사의 다른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유지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합당한 내부 보고 및 조정 목적으로, 또는 귀하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귀하가 요청할지 모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법이나 McAfee의 기록
보존 정책(Records Retention Policy)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내에서 개인 정보를 보유할
것입니다.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에 있는 서버와 전세계적으로 McAfee 및 당사의
서비스 공급자 시설이 존재하는 곳의 모든 서버에 저장하여 처리합니다.

아동 개인 정보 보호
일부 McAfee 서비스는 아동의 온라인 활동, 실제 위치 또는 등록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McAfee는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및 전세계의 그와 유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아동의 프로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당사는 가족 관련 또는 아동 관련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 아동의 정보를 잘못 수집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관행에 대해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알려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McAfee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미국 및 인도를 비롯한 전세계에 사업장, 사업체 및 서비스
공급자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서비스 공급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는 관할 지역에서 액세스하거나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가 당사가 처리하는 관할 지역에서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또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EU 데이터

보호 지령 95/46/EC에 의거하여 승인된 표준 계약 조항에 따라 일련의 회사 간 계약을 통해
개인 정보를 EEA 또는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 전송할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타 웹 사이트 링크
McAfee 사이트에는 사용자의 편의와 정보를 위한 기타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사이트는 McAfee와 제휴되지 않은 회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웹 사이트는
해당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나 고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는 McAfee의 계열사가 아닌 웹
사이트의 콘텐츠, 이러한 웹 사이트의 개인 정보 보호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문제가 있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경우 privacy@mcafee.com으로 문의하거나 다음
방법으로 연락하십시오.
미국의 경우, 전화(+1 972-963-7902) 또는 서신 보내기

(Attn: Legal Department – Privacy Office,
5000 Headquarters Drive,
Plano TX 75024)

유럽 경제 지역(EEA)의 경우, 전화(+44 (0) 1753 217 500) 또는 서신 보내기(

227 Bath Road
Slough, Berkshire
SL1 5PP United Kingdom)
일본의 경우, 전화(McAfee 정보 센터: +81 0570-010-220) 또는 서신 보내기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r
McAfee Co. Ltd.
Shibuya Mark City West,
Dougenzaka 1-12-1,
Shibuya-ku,
Tokyo, 150-0043)
전화: (교환) 03-5428-1100

McAfee 쿠키 고지 사항
당사의 사이트(아래에 정의)는개인별 정보를제공하고, 마케팅 및 제품 기본 설정을기억하여 올바른정보를
얻을 수있게함으로써 방문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쿠키 및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쿠키 및
유사한 기술, 그사용 방법 및통제하는 방법에대해서는아래에서 자세히확인할수있습니다.

쿠키 및유사한기술사용
이 고지사항에서는 McAfee(특정 McAfee 계열사 및 서비스 공급자 포함, 통칭 “당사”)가 쿠키 및 유사한
기술 (예: 픽셀태그, 웹 비콘, 투명 GIF, JavaScript 및 로컬저장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지
사항의 나머지부분에서는이러한 쿠키 및 비슷한 기술을간단히 "추적 기술"이라고 지칭합니다. 추적 기술에
대한 옵션도 설명합니다. 이고지 사항에서는McAfee 웹 사이트, 모바일웹 사이트및 앱("사이트")과
관련하여 사용할수 있는 쿠키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필요한 경우당사는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식별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쿠키 고지사항 외에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 적용됩니다.

추적 기술이란?
쿠키는 사용자가웹 사이트를방문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있는작은
파일이며 일반적으로 문자및숫자로 구성됩니다. 쿠키는웹 사이트 작동, 보다 효율적인 작업 수행 및석
분 정보
제공을 위해웹사이트 소유자, 해당 서비스 공급자 또는파트너에 의해 광범위하게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이트에서 사용되는여러 쿠키 유형입니다.
•

•

•

•

필수 쿠키.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쿠키입니다(예: 웹 사이트 보안 영역에대한 로그인 지원 또는쇼핑
카드 사용 지원). 이쿠키를통해 사이트를 탐색하고 해당기능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 쿠키를
비활성화하면 사이트 성능이저하되어 기능 및서비스를사용하지 못할 수있습니다.
분석 및 사용자 지정쿠키 .이러한 쿠키를 통해McAfee 사이트와 당사에서 콘텐츠를게시한 다른
사이트의 활동을분석하여 McAfee 사이트 작동 방식을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가 원하는정보를 쉽게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유형의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은 방문자의 수를 인식하고집계하며방문자가 사이트를 사용할때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석 쿠키는 광고 캠페인을 개선하고광고에 참
하
여
는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의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되도록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할수 있습니다.
기능성 쿠키
.
이러한 쿠키는사용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제공하고 사용자의 이름에맞게 인사를 하며 사용자의 기본 설정(예:
사용자가 선택한언어 또는지역)을저장합니다.
광고 쿠키.이러한 쿠키는 McAfee 사이트 방문 사실, 방문한 페이지, 클릭한 링크 및광고를 포함한
사용자의 온라인활동을 기록합니다. 이 쿠키를사용하는한 가지 목적은 McAfee 사이트에 표시되는
콘텐츠가 사용자와 더 관련이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분명한관심사에 더 잘
맞게 고안된 광고또는 기타통신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사 기반광고를 전달하는 작업에는
당사 , 당사의 서비스 공급자및 게시자, DMP(Data Management Platform), DSP(Demand Side

•

•

Platform)
와너
트
같
가
은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Afee 사이트에서 특정 페이지를 본
경우 McAfee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해당 페이지에 나온 제품이나유사제품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게할 수 있습니다. McAfee, McAfee의서비스공급자및 파트너는
제3자로부터 얻은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쿠키에서 수집한 정보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광고를 전달하기위해 제3자와 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 쿠키
. 플래시 쿠키는Adobe Flash 또는 컴퓨터에 내장되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또는설치할
수 있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은데이터 파일입니다. 이러한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 환경을 개인화 및 향상시키고, 처리를용이하게하고, 사용자 설정을 개인화및 저장합니다.
플래시 쿠키는 동영상 환경에연결된 볼륨 기본설정, 게임재생 및 설문 조사수행 등McAfee 웹
사이트 방문자에게 도움이됩니다. 플래시 쿠키를 통해 게스트가
선호하는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당사의
사이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다른 사이트나 당사의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플래시
쿠키를 인식할 수있습니다. 플래시 쿠키는 브라우저 쿠키와는 다르며 브라우저에서제공하는 쿠키 관리
도구로 플래시 쿠키를 제거할수 없습니다개인
.
정보 관리 방법 및 플래시 쿠키 설정을
저장하는 방법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플래시 쿠키 또는 기타 유사 기술을 비활성화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온라인환경을 즐길 수 있는 특정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웹 비콘.
웹 비콘은단일 웹사이트
사용되는 아주 작은 투명 그림 파일입니다. 웹비콘은 "웹 버그" 또는 "투명GIF"라고도 하며 웹
사이트를 통해 웹사이트 사용자의 탐색 방식을 이해하기위해 쿠키와 함께사용될수있습니다.

McAfee
McAfee
•
•
•
•
•
•
•
•
•

는 어떻게다른정보를수집하고사용합니까?

및 McAfee의 서비스 공급

McAfee
및 제3자가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관련 정보
사용자 주문을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방문 패턴을 분석하여 사이트를 개선합니다.
McAfee
사심
관
이사
트에및맞
제는
3자McAfee
의사이트및
에서
제3자
사용
의
자광
의고, 통신,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사용자의 언어와기타 기본설정을 기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안전한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사이트운영을 위해
McAfee
사이트 사용자 수와 사용 방식을 측정합니다.

사용자가 당사 사이트 중 하나에 등록하거나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해당 정보를사용자와 관련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기타정보, 당
사
사
이트 이용 관련 정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자관련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이결합된 데이터는 마케팅 용도를포함하여당사의 개인 정보보호 정책에 일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추적 기술은내장치에서얼마동안유지됩니까?

일부 쿠키는 브라우징 세션과세션 사이에도 사용자의 장치에 남아 있으며브라우저를닫을 때도 만료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쿠키를 "영구" 쿠키라고 합니다. 영구 쿠키가 사용자의 장치에 남아있는 시간은 쿠키마다
다릅니다 . Mc
Afee
및 제3자는 다음 방문 시

McAfee
집계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영구 쿠키를 사용합니다.

사이트 방문 빈도

일부 쿠키는 McAfee 사이트를 방문한 시점부터 특정웹 브라우징 세션이 종료될때까지 작동합니다. 이러한
쿠키는 귀하가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 만료되고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해당 쿠키를
"
세션 " 쿠키라고
합니다 .

누가 내장치에추적기술을설치합니까?
사이트 운영자인McAfee가 쿠키를 설치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키를 "제1자" 쿠키라고 합니다. 일부
쿠키는 McAfee 이외의 제3자가 사용자 장치에 설치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키를"제3자" 쿠키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McAfee 파트너는 온라인채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위해 제3자쿠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McAfee
및한
문
제3자
시간
는을사파
용악
자하
가고McAfee
사용자가사
이
이
메
트
일
를
,광
방고 또는기타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쿠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통해개인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집계 정보및 기타 정보(사용자의 운영 체제, 브라우저 버전, 이메일및 광고를비롯하여 사용자의URL
등)를확보하고 이를사용하여 사용자 환경을개선하고트래픽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McAfee
사이트 외부의특정 배너 광고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방문한 사용자의
수 또는 McAfee에서 보낸 이메일
뉴스레터에 포함된 링크 또는그래픽을 클릭한사용자의수를 집계합니다. 또한McAfee 사이트 이용 방식과
관련해 집계된통계를 작성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사이트를 최적화하고,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광고를
전달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아래 나와있습니다.

McAfee

는 온라인및모바일광고를어떻게사용합니까?

McAfee
와활
를
제용
3자
하(기
여술
McAfee
파트너 및 서
광비
고스
주가
공급자 포함)는관심사
판단하기에 사용자가 관심이있다고 생각되는광고 및 개인별 콘텐츠를 사용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를대신해
제3자공급업체가쿠키를 사용해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McAfee는 이 기술 또는 결과로 얻은정보를
통제하지 않으며이러한 제3자의 행동 또는 정책에 대해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이 고지 사항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리소스를 확인합니다(아래의
추“적 기술은어떻게 관리합니까?” 참조 ).

광고는 McAfee 사이트 및 기타 사이트 상에서 사용자의온라인 또는 모바일 행동, 검색 활동, 광고 또는
이메일에 대한 반응, 방문한페이지, 일반적인지리적 위치 또는 기타 정보를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광고는 McAfee 사이트나 제3자 웹 사이트에 나타날 수있습니다. 관심사 기반 광고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파트너는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및DAA(Digital
Advertising Alliance) 같은 자율 규제 협회의 회원일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사용자를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eDAA(European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의 회원인 기술 파
수 있습니다. McAfee 사이트 및 기타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방문 및 활동을토대로McAfee 사이트, 기타 웹
사이트 또는속성에 제3자를위한 광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추적 기술은어떻게관리합니까?
사용자는 쿠키 허용 여부를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방법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브라우저는브라우저 설정을통해 대부분의 쿠키를 일부 제어할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설정을
사용하여 모든 쿠키를 차단하면 사이트 일부를사용하지못할 수 있음). 쿠키 관리 방법에 대한 온라인정보를

찾을 수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일부 인기 브라우저에서쿠키 설정을 조정하는방법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
•
•
•
•

Apple Safari
Google Chrome
Microsoft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또한Ghostery 또는 TRUSTe의Tracking Protection List 같은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브라우저플러그인은 브라우저에추가적인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들어
비디오 재생이나바이러스검색 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obe Flash Player 는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를 보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Adobe Flash
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는플래시 쿠키를 저장할수
있습니다 . 플래시쿠키를 Flash LSO(Local Shared Objects)라고도 합니다. McAfee는 Flash LSO를
사용해 비디오 및애니메이션재생 등의 특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기반광고및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Digital Advertising Alliance, 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및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Europe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링크를 방문하면
콘텐츠 또는광고를 사용자에맞게 설정하기 위한 쿠키를사용하지 않도록선택할 수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경우, 표시되는 광고의 수
가 반드시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관심사와 별로 관련성이없는
광고가 표시될수있습니다.
•
•

http://www.networkadvertising.org/managing/opt_out.asp
http://www.aboutads.info/choices

McAfee는 추적 방지 신호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현재 추적방지 신호에 대해업계에서 합의된대응책은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McAfee 서비스 및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추적 방지 신호에대응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McAfee
관한 자세한 내용은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및 준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는 고객의 개인 정보
.

연락 방법
당사에서 사용하는 쿠키에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사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락처 정보및쿠키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McAfee LLC

Attn: Legal Department – Privacy Office,
5000 Headquarters Drive, Plano TX 75024
•

이메일: privacy@mcafee.com

•

전화: +1 972-963-7902

이 고지 사항은 이전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대체합니다. 당사는 본 고지 사항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섹션에는 이 고지
사항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지 사항의 모든 변경 사항은
수정된 고지 사항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거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17년 4월 3일

모바일 앱 개인 정보 취급 방침
적용 날짜: 2017년 4월 3일
귀하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McAfee, LLC 및 계열사("McAfee”, “우리”,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본 모바일 앱 개인 정보 취급 방침("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은 모바일 앱을 통한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설명합니다.
1. 수집 내용.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앱을 사용하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및 이름
등의 개인 정보와 고유한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정 액세스 및 계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Google 또는 Facebook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앱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고유한 로그인 자격 증명
등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앱은 모바일 광고 ID/IDFA, Bluetooth 장치 ID 및
모바일 장치 ID 등 사용자의 장치에 할당된 고유한 숫자 식별자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 유형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와 연결된 모든 Bluetooth 장치의 ID
사용자가 저장하거나 당사에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사진 및
동영상 같은 미디어
OS, 장치 ID 및 장치 유형과 같은 장치 상세 정보
사용자의 장치에 있는 다른 앱 목록과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
사용 제품, 등록 데이터, 제품 키 등 McAfee 제품 구독에 대한 상세 정보
사용자가 보거나 방문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

•

배터리 수준, 장치의 켜짐/꺼짐 상태

위의 정보(예: 위치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모바일 장치의 운영 체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앱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앱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치 및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
위 정보 외에도 앱은 기타 장치 관련 정보 및 앱 성능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응용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크래시 로그, 앱 사용 시간,
기타 집계 또는 통계 정보가 포함됩니다. 위치 데이터는 특정 앱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GPS 등으로 자동 수집됩니다. 이 데이터는 앱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와
별도로 전송 및 저장되며 사용자를 직접 식별하는 데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정보 사용 방법.
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에게 알림 및 경보 전송,
앱 내 광고 및 마케팅(마케팅 기본 설정에 따라), 사용자의 요청(기술 지원 또는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응답, 설문 조사 및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자와 통신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설명된 용도 외에도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 사이트 및 장치에 설치된 앱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관련성이 더 높은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해 알리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정보 공유 방법.
제3자 서비스 공급자 및 계열사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설명된 사항 외에는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주소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판매, 임대
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앱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비롯하여 앱, 앱의 기능 및 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제3자 공급자 및 계열사와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더욱 관심을 끌만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 사이트 정보, 사용자의 장치에 설치된 앱 정보, 장치에 할당된
광고 식별자를 제3자 서비스 공급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 않습니다.
일부 McAfee 공급자는 사용자를 직접 식별하지 않는 형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비즈니스 목적(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객 지원 전화 번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McAfee 계약에서는 제3자 서비스 공급자가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반하여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3자 서비스 공급자 약관
일부 제3자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당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 및 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 앱이 Google 지도 API를 사용하는 경우 Google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특정 지도 API는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서 쿠키 및 기타 정보를
저장하고 액세스합니다.
Facebook 대상 네트워크: 당사는 Facebook 대상 네트워크의 멤버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네트워크의 일부인 앱 및 웹 사이트의 Facebook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은 관련성 있는 유용한 광고를 맞춤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cebook의 광고 기본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기본 설정을 보고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의 앱을 포함하여 이러한 맞춤형
광고를 수신할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Facebook의 데이터 정책 및 개인 정보 보호
기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McAfee 앱의 광고에는 앱에서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광고 선택 해제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정보 공유 방식

개인 정보는 매각 매수, 합병, 재정비와 관련하여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법 절차, 법원 명령
또는 관련 소송 증거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사법 당국,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 또는 매수의 경우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따라서만 개인 정보를 사용하도록 개인 정보를 양도하는
회사에 지시합니다.
4. 선택 사항.
아래 "문의" 섹션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 당사에 연락하면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앱 사용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열람, 수정, 업데이트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발송된 각 마케팅
관련 메시지 내의 포함된 수신 거부 지침에 따르거나 또는 "문의" 섹션의 상세
정보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마케팅 관련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되는 기간 내의 요청을 준수합니다. 마케팅 관련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앱 및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관리 및 거래
메시지("서비스 알림")는 계속 발송합니다.
장치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자의 장치 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iOS 장치에서는 "광고 추적
제한" 및 Android 장치에서는 “관심사 기반 광고 거부”라고 함).
5. 보안.
당사는 제공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기술적, 행정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만 100% 안전이 보장되는 앱 또는 인터넷 전송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치의 보안은 장치 자체의 보안
저장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계정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기밀을
유지하고 장치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국제 전송.
당사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설명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미국 또는 전세계의

당사 그룹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전송, 저장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자와 다른 국가에 위치한 제3자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 및 스위스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데이터 보호
규정("규정")이라고도 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46/EC에서 승인된 표준
모델 계약 조항을 통합한 그룹 간 계약을 통해 구현되는 해당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7. 데이터 보존.
당사는 사용자 계정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 이름, 계정 자격 증명 및 이메일과
같은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앱의 활성 사용자가 아닌 경우(로그인 시도
횟수로 판별), 계정과 모든 데이터는 타당한 기간 이후 삭제됩니다.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앱을 다시 시작하려면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데이터가 장치에 로컬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당사(또는 서비스
공급자) 시스템에 원격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치에서 앱을
삭제하면 장치에 로컬로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다른 곳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의 섹션의 지시에 따라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앱 서버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에는 사용자 이름, 앱별 사용자 ID, 이메일 주소 및 요청에 해당하는 앱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록 보관 목적으로 이러한 통신문을 보관합니다.
8. 미성년자의 서비스 사용.
당사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및 전세계의 그와 유사한 법률(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부모의 적절한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연령
미만인 자로부터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섹션에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9. 캘리포니아 주민 공지.

캘리포니아 민법 1798.83 조항에 따라 당사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제 3 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10.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 업데이트
때때로 법률, 규제 또는 비즈니스상의 이유로 이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
및/또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에 해당 업데이트 발효일과 함께 앱 내 또는
http://www.mcafee.com/kr/resources/misc/privacy.pdf에 게시합니다.
당사에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경우 이메일로 연락하는 방법
포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법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변경 사항에 따라 앱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앱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을 읽고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1.문의.
만약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방침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우편 주소로 서신을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 서비스 또는 웹 사이트 이름, 귀하의 요청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McAfee LLC
Attn: Legal Department – Privacy Office
5000 Headquarters Drive, Plano TX 75024
• 이메일: privacy@mcafee.com
• 전화: +1 972-963-7902
유럽 경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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