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Reyes Holdings 웹사이트 쿠키관련 공지 

Reyes Holdings, L.L.C 및 그 계열사(총칭하여 "Reyes Holdings", "당사")는 개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쿠키관련 공문은 섹션 1 에 나열된 당사 웹 사이트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공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쿠키 공문이 적용되는 웹사이트  

해당 쿠키관련 공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www.martinbrower.kr  

2 쿠키란 무엇입니까?  

쿠키는 귀하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의해 귀하의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또는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웹 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거나 사이트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3 쿠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사는 쿠키를 사용하여 당사 웹사이트를 작동시키고, 귀하에게 더 나은 사이트 경험을 제공하고, 당사 

사이트와 그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4 쿠키를 사용하여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쿠키는 불법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IP 

주소와 같은 쿠키 사용의 일부로 제한적 수준의 개인 정보만 수집합니다. 특히, 당사는 쿠키 사용을 

통해 특정 범주의 개인 데이터(예: 건강 데이터) 또는 범죄경력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 웹 사이트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privacy 

notice.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어떤 유형의 쿠키를 사용합니까?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한 가지 주요 유형의 쿠키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쿠키: 이들은 당사 웹사이트의 적절한 운영에 필수적인 쿠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쿠키가 없으면 귀하의 장치 유형에 따라 당사 사이트에서 특정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6 구체적으로 어떤 쿠키를 사용합니까? 

쿠키 배너에서 웹사이트에 수집된 쿠키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쿠키의 유형을 포함하여 당사가 

쿠키를 사용하는 목적과 쿠키의 수명이 있습니다. 

 

http://www.martinbrower.kr/
https://www.martinbrower.kr/images/docs/Reyes_Holdings_Global_Privacy_Notice-KR.pdf
https://www.martinbrower.kr/images/docs/Reyes_Holdings_Global_Privacy_Notice-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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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 사이트에서 쿠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쿠키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며 당사 사이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 웹사이트의 초기 로드 시에만 엄격하게 필요한 쿠키를 사용합니다.  

8 쿠키 배너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쿠키 기본 설정을 설정하면 웹사이트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녹색 쿠키 

아이콘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기본 설정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쿠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포함)를 사용하면 쿠키 설정을 

제어하고 컴퓨터나 다른 장치에 이미 저장된 쿠키(꼭 필요한 쿠키 포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장치의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당사 및 타인이 사용하는 쿠키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치의 쿠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사 웹사이트를 적절히 

사용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키가 작동하는 방식, 설정된 쿠키를 확인하는 방법, 쿠키를 관리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boutcookies.org. 

모든 웹사이트에서 Google Analytics 의 수집을 거부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 

10 쿠키 관련 공지 업데이트  

해당 공문은 당사가 쿠키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공지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는 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이 버전의 날짜는 2023 1 월입니다. 

11 문의하기 

쿠키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dposea@martinbrower.com. 

 

http://www.aboutcookies.org/
http://tools.google.com/dlpage/gaoptout
mailto:dposea@martinbrow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