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수정 날짜: 2017년 12월 18일 (이전 버전 보기) (하단에 있는 하이퍼링크 예시 참조)

사용자는 정보를 검색 및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Google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Google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예를 들어 Google 계정을 만드는 경우) Google은 해당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좀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를 표시하고, 사람들과 간편하게 연결하고, 다른 사용자와 더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oogle은 Google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Google의 정보 사용 방식 및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및 수집 이유

Google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Google에서 제공하는 선택 사항(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업데이트 방법 포함)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지만 쿠키, IP 주소, 픽셀 태그 및 브라우저와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이러한 핵심

용어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Google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든

오랫동안 사용한 사용자든, 시간을 내어 Google의 관행을 살펴보고 질문이 있는 경우 Googl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Google은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사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할 광고,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좋아할 것 같은 YouTube 동영상 등과 같은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Google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예를 들어 Google 서비스 중에는 Google 계정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Google 계정에 가입할 때 Google은 사용자의 계정과 함께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또한 Google에서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Google 프로필을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프로필은 모든 이에게 공개되고 이름과 사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집하는 정보. Google은 사용자가 YouTube로 동영상을 본 시간, Google 광고 서비스를 사
용하는 웹사이트 방문 시점, 또는 Google 광고 및 콘텐츠를 보고 사용한 시점 등 사용하는 서비스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기 정보

Google은 하드웨어 모델, 운영체제 버전, 고유 기기 식별자,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전화번호 포함)와 같은 기기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Google은 기기 식별자 또는 전화번호를 Google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정보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Goog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볼 때 Google은 서버 로그에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예: 검색어)
전화 로그 정보(전화번호, 발신자 번호, 착신전환 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SMS 라우팅 정보 및 통화 유
형)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기기 이벤트 정보(다운, 시스템 활동, 하드웨어 설정, 브라우저 유형, 브라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참
조 URL)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Google 계정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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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key-terms/#toc-terms-personal-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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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phone-number.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key-terms/#toc-terms-server-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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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할 때 Google에서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

다. Google은 IP 주소, GPS뿐 아니라 주변 기기,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센
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합니다.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

일부 서비스에는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가 포함됩니다.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또는 자동 업데이트 요
청 등을 위해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Google 서버에 연결할 때 이 번호 및 운영체제 종류,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

등 설치 관련 정보가 Google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로컬 저장소

Google은 브라우저 웹 저장소(HTML 5 포함)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등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보(개인

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자의 기기에 로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쿠키 및 유사한 기술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방문할 때 Google과 Google 파트너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하며, 이는 쿠키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기기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이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 다른 사이트에 표시되는 Google 기능이나 광고 서비스)와 사용자

간 상호 작용이 있을 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비즈니스 및 사이트 소유자는

Google 애널리틱스 제품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및 앱의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oubleClick 쿠키 등을 사용

하는 Google의 광고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Google 애널리틱스 정보가 Google 기술을 사용하는 Google 애
널리틱스 고객 또는 Google에 의해 여러 사이트의 방문 기록에 대한 정보와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Google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수집되는 정보와 파트너로부터 사용자에 대해 얻은 정보는 사용자의 Google 계정과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Google 계정과 연결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Google 계정과 연결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관
리, 삭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정책의 투명성 및 사용자의 선택 섹션을 참조하세요.

Google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Google은 모든 Google 서비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의 제공, 유지 관리, 보호,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Google 및
Google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좀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 및 광고를 표시하는 등 맞춤

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Google은 사용자가 Google 프로필로 제공하는 이름을 Google 계정이 필요한 모든 Google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름이 모든 Google 서비스에 일관되게 표시되도록 Google 계정과 연결된 과거 이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나 나를 식별하는 정보를 다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Google은 그 사용자에게 내 공개 Google 프로필 정보(예: 이름 및
사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의 프로필 이름, 프로필 사진 및 Google 또는 Google 계정에 연결된 타사 애플리

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작업(예: +1, 리뷰, 댓글 등)을 Google 서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광고 및 기타 상업적 용도로 표시하는

경우 포함). Google은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서 공유 또는 공개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합니다.

사용자가 Google에 문의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
관합니다. Google은 변경 예정 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 Google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쿠키 및 그 외의 기술(예: 픽셀 태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용자 환경 및 전반적인 Google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Google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Google 제품의 예로 Google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언어 환경설정을 저장함으로써 Google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표
시할 때 Google은 쿠키 또는 유사한 기술의 식별자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건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카테고리와 연결하지 않습

니다.

Google의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맞춤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 및 멀웨어 감지 등 개별 사용자에게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Google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는 사람들과 쉽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하나의 서비스에 제공한 개
인정보를 다른 Google 서비스의 정보(개인정보 포함)와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 설정에 따라 귀하의 다른 사이트 및 앱
에서의 활동내역이 Google 서비스와 Google이 제공하는 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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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Google은 먼저 사용자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Google은 개인정보를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 있는 Google 서버에서 처리합니다. Google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지역

에 있는 서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및 사용자의 선택

사람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심사가 다릅니다. Google의 목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명백히 밝힘으로써 사용자가 정
보 사용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사용자의 Google 활동 제어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Google 서비스 사용 시 계정에 저장할 데이터 유형(예: YouTube에서

시청한 동영상, 이전 검색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어를 방문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Google 서비

스를 사용할 때 특정 활동이 쿠키 또는 기기의 유사한 기술에 저장되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Google 계정과 연결된 특정 유형의 정보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설정을 사용하여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 등 Google 및 웹에서 표시되는 Google 광고 환경설정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여 특정 Google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과 연결된 프로필이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Google 서비스에서 Google 계정과 연결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고에 표시되는 공유 인증에 프로필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표시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Google 서비스와 관련된 쿠키를 포함하여 모든 쿠키를 차단하거나 Google에서 쿠키를 설정할 때 이를 알리도록 브라우저를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키를 차단하면 Google 서비스 다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언어

환경설정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유하는 정보

사용자는 여러 Google 서비스에서 다른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검색 엔진

(Google 포함)에서 해당 정보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는 콘텐츠를 공유 및 삭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
공합니다.

개인정보 액세스 및 업데이트

Google은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

가 잘못된 경우, Google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 또는 법률적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Google은 우발적이거나 악의적인 삭제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Google은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에서 정보를 삭제한 후에도 사본을 Google 활성 서버에서 즉시 삭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업

시스템에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공유하는 정보

Google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및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및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

야 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합니다.

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도메인 관리자가 Google 계정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예: G Suite 사용자) 조직에 사용자 지원을 제공하는 도메인 관리자

및 리셀러는 사용자의 Google 계정 정보(이메일 및 기타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다음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련 통계 조회(예: 사용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통계)
계정 비밀번호 변경

계정 액세스 일시 중지 또는 해지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 또는 보관

관련법, 규정,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계정 정보 수집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기능 제한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hl=ko#accounthistory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hl=ko#toolsyoucanusenow
https://www.google.com/dashboard/?hl=ko
https://www.google.com/settings/ads/preferences?hl=ko
https://support.google.com/plus/answer/1355890?hl=kr
https://support.google.com/plus/bin/static.py?hl=kr&page=guide.cs&guide=1257347
https://www.dataliberation.org/
https://plus.google.com/settings/endorsements?hl=ko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may-not-function-properly.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sharing.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removing-your-content.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access-to-your-personal-information.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key-terms/#toc-terms-sensitive-info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78897?hl=kr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legal-process.html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관리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Google은 Google 계열사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에게 Google 지침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기
밀 및 보안 관련 조치를 준수하면서 Google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경우

Google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 이용, 보존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규제,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 준수

서비스 약관 위반 조사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 약관 집행

사기, 보안 또는 기술적 문제를 감지, 예방 또는 해결

Google, Google 사용자, 일반 대중의 권리, 재산, 안전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

Google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게시자, 광고주, 연결된 사이트 등의 Google 파트너와 공유하고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Google은 Google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용 경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인수, 합병, 또는 자산의 매각이 있을 경우 관련 개인정보의 기밀을 계속 유지하며, 개인정보가 타사에 전달되어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을 받기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미리 공지합니다.

정보 보안

Google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 변경, 공개 또는 삭제로부터 Google 및 Google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

다. 특히 Google은

SSL을 사용하여 여러 Google 서비스를 암호화합니다.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 액세스할 때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며 Chrome에서는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감시하기 위해 물리적 보안 조치를 포함하여 Google의 정보 수집, 저장 및 처리 관행을 검토

합니다.
Google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Google 대신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야 하는 Google 직원, 계약업자(위탁

업자) 및 대리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들은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

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은 YouTube, Android 기기에서 Google이 제공하는 서비스,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
Google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Google LLC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단,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포함하

지 않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타사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검색결과에 표시되는 제품 또는 사이트, Google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Google 서비스에서 링크된 다른 사이트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oogle
서비스를 광고하고 관련 광고를 게재 또는 제공하기 위해 쿠키, 픽셀 태그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 및 조직의 정보 관
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준수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

Google은 Google의 자체적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EU-US 및 Swiss-US Privacy Shield
Frameworks 등 여러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합니다. 공식 서면 신고서를 통해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Google은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Google은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데이터 보호 당국을 비롯한 지역의 규제 당국과 협력합니다.

변경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설명된

사용자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본 페이지에 게시하며 변경사

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한 변경 고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Google은 또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전 버전을 보관합니다.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key-terms/#toc-terms-affiliates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legal-proces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we-may-share.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key-terms/#toc-terms-info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to-show-trends.html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173733?hl=kr
https://www.google.com/intl/ko/landing/2step/
https://www.google.com/chrome/intl/ko/more/security.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frameworks/


특정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관행

다음 고지에서는 특정 Google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관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Chrome 및 Chrome OS
Play 북
Payments
Fiber
Project Fi
G Suite for Education
YouTube Kids
Family Link로 관리되는 Google 계정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Google 제품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방문하세요.

기타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자료

Google 정책 및 원칙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유용한 추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술 및 원칙에 관한 정보: 여기에서는 다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oogle이 쿠키를 사용하는 방식

Google이 광고에 사용하는 기술

Google이 얼굴과 같은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Google의 광고, 웹로그 분석, 소셜 제품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Google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설명하는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주요 개인정보 설정을 간편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Google 안전 센터

'개인정보 액세스'

예를 들어 Google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내 Google 계정에 연결된 일부 데이터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광고'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관련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자주 방문한다면 웹을 탐색할 때 정원 가꾸기와 관련된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광고 서비스'

예를 들어 Google 광고가 표시된 정원 가꾸기 관련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면 웹을 탐색할 때 정원 가꾸기와 관련된 광
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타 센서'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가 기기에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가속도계,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데는 자이로스코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 수집'

이 정보에는 사용 데이터 및 환경설정, Gmail 메일, Google+ 프로필, 사진, 동영상, 인터넷 사용기록, 지도 검색, 문서 및 그 밖에

Google에서 호스팅하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하나의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Google 서비스의 정보(개인정보 포함)와 통합'

https://www.google.com/chrome/intl/ko/privacy.html
https://play.google.com/books/intl/ko/privacy.html
https://payments.google.com/legaldocument?family=0.privacynotice&hl=ko
https://fiber.google.com/legal/privacy.html
https://fi.google.com/about/tos/#project-fi-privacy-notice
https://www.google.com/work/apps/terms/education_privacy.html
https://kids.youtube.com/privacynotice
https://families.google.com/familylink/privacy/child-policy/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technologies/product-privacy/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technologies/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technologies/cookies/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technologies/ads/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technologies/pattern-recognition/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partners/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checkup/1?hl=ko
https://www.google.com/intl/ko/safetycenter/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access-to-your-personal-information.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ads-youll-find-most-useful.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advertising-servic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senso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collect-information.html


예를 들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고 Google에서 검색할 때 공개 웹의 검색결과뿐 아니라 친구가 게시한 Google+ 소식, 페이지,
사진도 볼 수 있으며, 나를 알거나 Google+에서 나를 팔로우한 사용자의 검색결과에 내 소식과 프로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람들과 연결'

예를 들어 Gmail 등 다른 Google 제품에서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토대로 Google+에서 알 수 있거나 연락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나와 연결된 사용자에게 내 프로필이 추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

현재 Google에서 가입 과정 중에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생일을 토대로 계산한 나
이가 Google 계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나이보다 적어 계정이 사용 중지되었던 경우 소액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나이를 인증하

면 나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새로운 서비스 개발'

예를 들어 Google의 맞춤법 검사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사용자가 맞춤법을 수정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기 식별자'

기기 식별자를 사용하면 Google에서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기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Google 서비스를 기기에 맞게 맞춤설정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기 문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기별 정보'

예를 들어 데스크톱에서 Google Play를 방문하면 Google은 사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어떤 기기에서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 환경 개선'

예를 들어 쿠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법적 절차 또는 집행 가능한 정부 요청'

다른 IT 통신 기업과 마찬가지로 Google도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법원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
습니다. Google 법무팀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요청을 검토하며,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
우 반려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유 또는 공개 설정 제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이 광고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여러 사이트의 방문 기록에 대한 정보와 연결'

Google 애널리틱스는 자사 쿠키를 기반으로 합니다. Google 애널리틱스로 생성된 데이터는 Google 기술을 사용하는 Google 애
널리틱스 고객 또는 Google에 의해 다른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과 관련된 타사 쿠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는 관
련성 높은 광고를 만들거나 트래픽을 추가 분석하고자 할 때 Google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유지 관리'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combine-personal-information.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connect-with-people.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credit-card.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develop-new-on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device-identifie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device-specific-information.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improve-your-user-experience.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legal-proces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limit-sharing-or-visibility-setting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linked-with-information-about-visits-to-multiple-sites.html


예를 들어 Google에서는 Google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Google 지도는 지도 뷰의 중심을 현재 위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Google은 브라우저 한 개에서 여러 Google 문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lbcs’라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및 Google 파트너'

Google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이 Google 서비스에서 광고 및 조사 목적으로 쿠키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화번호'

예를 들어 복구 옵션으로 전화번호를 추가해 놓은 경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Google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코드

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 및 사용자 보호'

예를 들어 이메일에 대한 무단 액세스가 우려된다면 Gmail의 '마지막 계정활동'에서 이메일 관련 최근 활동 세부정보(예: 메일에

액세스한 IP 주소, 위치, 날짜, 시간)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호'

예를 들어 Google에서 IP 주소와 쿠키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Google 서비스를 자동화된 서비스 악용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제공'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기에 할당된 IP 주소는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기기로 다시 보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유'

예를 들어 Google+에는 여러 가지 공유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람들과 더 빠르고 간편하게 공유'

예를 들어 이미 주소록에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Gmail 메일에 추가하려고 하면 Google에서 이름을 자동 완성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예를 들어 메일을 작성하는 중 받는사람, 참조, 숨은참조 입력란에 주소를 일부 입력하면 Gmail에서 주소록에 있는 주소를 추천합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아는 사람들과 더 간편하게 공유하기'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maintain-servic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may-collect-and-process-information.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may-not-function-properly.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our-partne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phone-number.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protect-google-and-our-use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protect-servic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provide-servic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sharing.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sharing-with-othe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the-people-who-matter-most.html


예를 들어 Gmail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용자를 Google 문서나 Google 캘린더의 일정에 추가하려 할 경우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Google에서 이메일 주소를 자동 완성하여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 광고 보기 및 상호작용'

예를 들어 Google은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했는지, 사용자가 광고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즉, 광고가 사용자가 스크롤하지 않
은 부분에 표시되지는 않았는지)를 광고주에게 주기적으로 알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많은 사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이용하면 검색 당시의 트렌드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Wi-Fi 액세스 포인트 및 기지국'

예를 들어 Google은 근처의 알려진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 기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

예를 들어 사진, 소식 또는 나와 내 친구들이 올린 콘텐츠를 포함함으로써 더욱 관련성이 높고 흥미로운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콘텐츠 삭제'

예를 들어, 웹 및 앱 활동, 블로그, 내가 소유한 Google 사이트, YouTube 채널, Google+ 프로필 또는 전체 Google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트렌드 보여주기'

Google 트렌드 및 YouTube 트렌드 동영상에서 이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다른 사이트 및 앱에서의 사용자 활동'

이러한 활동은 Chrome 동기화 등의 Google 제품을 사용하거나 Google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이트 및 앱을 방문할 때 나타납니

다. 많은 웹사이트 및 앱이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애드

센스 같은 광고 서비스나 Google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활동 관련 정보를 Google과 공
유하며, 계정 설정과 사용하는 제품(예: 파트너가 Google 광고 서비스와 연계하여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에 따라 활동 데이

터가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to-make-it-easier-to-share.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view-and-interact-with-our-ad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we-may-share.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wifi-access-points-and-cell-towers.html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more-relevant-search-results.html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465?hl=kr
https://support.google.com/blogger/answer/41387?hl=kr
https://support.google.com/sites/answer/90598?hl=kr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55759?hl=kr
https://support.google.com/plus/answer/1044503?hl=kr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32046?hl=kr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removing-your-content.html
https://www.google.com/trends/?hl=ko
https://www.youtube.com/trending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to-show-trends.html
https://myaccount.google.com/?hl=kr
https://www.google.com/intl/ko_ALL/policies/privacy/example/your-activity-on-other-sites-and-app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