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HOPPER PULSE COMMUNITY”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귀하의 개인정보는 “The Shopper Pulse Community” (이하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 정책의 목적은 귀하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동안 당사가 수집 및 활용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

에 대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때 귀하가 공유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당사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별적인 답변은 기밀로 유지되며 귀하의 명시적 허가 없이 귀하의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와 연

결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성적 혹은 정량적 마케팅 및 시장 조사; 

 향후 있을 정성 및 정량적 마케팅 및 시장 조사 적합성을 위해 응답자의 견해를 이해하

는 것과;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충족.  

  

귀하는 조사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

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THE SHOPPER PULSE COMMUNITY”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귀하의 개인 정보 사용 동의  

커뮤니티에 참여 또는 개인 정보를 제출 시 귀하는 이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해당 법

률에 의해 허용 혹은 요구되는 대로 당사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함에 동의했다고 

간주합니다.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개인 정보의 보존 및 접근 및 제 3 자에 의한 귀하의 개인 정

보의 제한된 허용 된 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귀하가 읽어 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말아주십시오. 

  

개인 정보 

"개인 신원 정보" 또는 "개인 정보"란, 귀하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 번호, 전자 메일 주소, 프로

파일링 설문지에서 제공하신 정보, 귀하의 재무 정보 및 기술에 대한 귀하의 생각 및 의견 등 귀

하를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는 귀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시

는 동안 온라인 양식 또는 설문 조사 응답으로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예: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 

회사 연락처 정보 및 작업 제품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 식별 정

보를 식별 할 수 없도록 전체 형식으로 사용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

하시는 동안 귀하가 제공한 데이터 중 개인 식별 정보에 전혀 연관되지 않고 다른 참가자 데이터

와 통합 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연관성이 제거된 경우, 커뮤니티의 다른 참여자들이 제공 한 다른 집계 

데이터와 함께, 예를 들어, 기술 등에 관해 제공하신 귀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이 커뮤니티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예 : 커뮤니티 설문지 작성 또는 설문 조사 

참여)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저희에게 제

출하시지 마십시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설문지에 명시된 초기 설문을 작성하면 다음 개인 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수집하게 됩니다: 귀하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외 성별, 나이, 

국적, 결혼 상태, 가족 정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커뮤니티에 연관되는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기기 소유권, 기술 관련 주제에 대한 생

각 및 의견 등.   

개별 설문 조사에 참여하실 때 당사는 기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더 잘 이해하고, 귀하가 일반

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귀하가 당

사에 제공하신 피드백, 의견 및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당사는 귀하가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가 제공 한 개인 정보를 시장 조사에만 사용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는 다양한 기술 문제 및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기적인 뉴스레터 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귀하의 프로필에 제공하신 특정 개인 정보(커뮤니티에 가입 할 때 제공 될 

수 있는)는 당사가 귀하의 의견을 이해하고 어떤 조사가 적절할지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러한 정보는 특정 마케팅 또는 모집 활동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

으면 귀하의 정보와 의견이 양적 및 질적 시장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 데이터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합 형태로 사용됩니다. 커뮤니티 외에 제공하시는 개인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

보,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구독자가 되었을 때 제공하신 정보는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명시된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사 참여 여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커뮤니티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귀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합당한 통지 및 

법적 및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귀하에 관한 정보의 추후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철회하시면 더 이상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The Shopper Pulse Community”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사항 

당사는 언제든지 이 커뮤니티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커

뮤니티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면 사이트에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변경 사항

을 포함시키고 커뮤니티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링크를 포함한 공지사항

을 게시합니다 

((1) www.cn.theshopperpulsecommunity.com, (2) www.en.theshopperpulsecommunity.com, (3) 

www.hk.theshopperpulsecommunity.com, (4) www.id.theshopperpulsecommunity.com,(5) 

www.th.theshopperpulsecommunity.com & (6) www.kr.theshopperpulsecommunity.com).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게시 후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참여는 새로운 조항 

및 해당 신청 및 이전 사용 약관과 같이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사용에 대해 공개 

된 정보에 동의 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전에 동의하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 주소로 우편 문의 하

십시오: 

  

“The Shopper Pulse Community” Team 

 China Room 504, Office Building 5, Tianzifang, 210 Taikang Road, Shanghai, 200025 China  

 Hong Kong Unit 1304, 13th Floor Office Plus@Wan Chai Hong Kong  

 Indonesia The Executive Centre, 30th floor South Tower, Sampoerna Strategic Square Jakarta 

12930 Indonesia  

 Singapore 228B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777  

 Thailand 6th floor Zuellig House 1-7 Silom Road, Bangkok 10500 Thailand 

 3rd floor, 27, Wausan-ro 29ma-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http://www.cn.theshopperpulsecommunity.com/
http://www.en.theshopperpulsecommunity.com/
http://www.hk.theshopperpulsecommunity.com/
http://www.id.theshopperpulsecommunity.com/
http://www.th.theshopperpulsecommunity.com/
http://www.kr.theshopperpulsecommuni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