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odhunt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0일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귀하가 이 모집 웹사이트(“모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귀하의 세부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Closed Alpha Test) 지원 의사를 등록할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시
기, 방법 및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정보와 관련된 귀하의 선택권과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정
보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의 규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귀하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귀하가 모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 지원 의사를 등록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귀하에게 운영체제 확인을 요청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IP 주소도 수집합니다. 귀하가 모집 웹사이
트를 통해서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감독기관, 사법
당국 및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안전, 보안 또는 법률 준수를 위해서 기타 제삼자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경우
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Bloodhunt의 모집 웹사이트 및 비공개 알
파 테스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귀하의 정보를 당사의 기업집단 소속사와 공유합니다. 관련된 모든 소속사는 이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따라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 전
부를 취득하는 제삼자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당사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모집 웹사이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귀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모
집 웹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예컨대, 분석 및 광고 목적상) 또는 당사가 법원이나 당국의 지시를 받거
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는가? 

당사는 가능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컨대, 분석 및 광고 목적상) 일정한 제삼자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오로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만 제삼자
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전 세계에 걸쳐 모집 웹사이트 운영을 돕는 관계사들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는 법원
의 명령이나 법률상 의무에 따라 소정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어디에서 처리하는가? 

당사의 서버는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싱가포르 및 미국을 포함해서,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이외에서 당사의 지원팀, 엔지니어링팀 및 기타 팀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스
웨덴에 있는 당사의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도 액세스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모
집 웹사이트를 위해서 귀하의 정보를 보유합니다. 자세한 정보. 

귀하의 정보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귀하는 귀하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수령하거나, 삭제하라고 요청하거나, 귀하의 정보에 대한 당사의 처리
를 제한하라고 요청하거나 그 처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등, 귀하의 정보에 관해 일정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어떤 사항에 관해서든 문의 사항이 있거나,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를 통
해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귀하에게 알리는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여기에 게시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갱신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연락처 

정보 컨트롤러: Sharkmob AB | 이메일: privacy@sharkmob.com   

mailto:privacy@sharkmob.com


Bloodhunt 모집 웹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bloodhunt.com(“모집 웹사이트”)을 통해 귀하의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시기, 방법 및 이유를 설명하고, 해
당 정보와 관련된 귀하의 선택권과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방법과 귀하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청을 받
아도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모집 웹사이트 이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귀
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의 규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집 웹사이트는 Sharkmob AB(“당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목적상, 모집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컨트롤러는 Sharkmob AB입
니다. Sharkmob AB의 등록 주소는 Stortorget 11, 211 22 Malmö, Sweden입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연락처는 privacy@sharkmob.com입니다.  

소정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목적상 당사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rivacy@sharkmob.com으로 언제든지 당사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동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한 경우(해당 국가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제외하고, 아동
은 어떤 목적으로도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침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최저 연령이 이와 다른 국
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연령을 의미합니다. 소정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
래 표에 관련 최저 연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 대리인 주소 연락처

한국 Kite B i rd Korea 
Yuhan Hoes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25층(태평
로2가) 

koreanlocalrep_sharkmob
@proximabeta.com

세르비아 K a r a n o v i c & 
Pa r t ne r s o . a .d . 
Beograd

Resavska 23, Belgrade, 11000, 
Serbia

local.representative@kar
anovicpartners.com

터키 Özdağıstanli Ekici 
Avukatlık Ortaklığı.

Varyap Meridian Grand Tower 
ABlok Al Zambak Sok No: 2 K: 
32 D. 270 Ataşehir Istanbul 
Turkey

localdatarep_sharkmob@i
ptech-legal.com



사용자의 거주 국가 사용자의 최저 연령

알제리 19세

아르헨티나 18세

호주 18세

방글라데시 18세

브라질 18세

콜롬비아 18세

캄보디아 18세

캐나다 13세

이집트 18세

유럽경제지역/영국/스위스 16세

홍콩 18세

인도 18세

인도네시아 21세

일본 20세

사우디아라비아 15세

쿠웨이트 21세

마카오 18세

말레이시아 18세

멕시코 18세

모로코 18세

미얀마 18세

뉴질랜드 16세

필리핀 18세

카타르 18세

한국 14세

러시아 14세

싱가포르 18세

남아프리카공화국 18세

스리랑카 18세

대만 20세

태국 20세

튀니지 18세

터키 18세



 
당사는 어떤 목적으로도 이러한 연령 미만의 아동으로부터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부
모/후견인 동의 없이 이러한 연령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귀하가 믿는 경우, 또는 귀하가 사용자
의 부모나 후견인이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면, 해당 정보
를 삭제하겠습니다. 

2.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 및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 항목에서는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그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합니
다. 영국,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또는 터키(“관련 국가”)에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가 귀하
의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3.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 

당사의 기업집단은 전 세계에 걸쳐 운영됩니다. 당사가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귀하가 Bloodhunt 비공개 알
파 테스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링크를 귀하에게 발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를 운
영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가 귀하의 거주 국가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서버상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당사
의 서버가 어디에 위치하든, 당사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모집 웹사이트를 위한 당사의 서버는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귀하의 정보는 중국을 포함해서,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이외에서 당사의 지원팀, 엔지니어링팀 
및 기타 팀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당사는 제삼자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에게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 참가 초대장을 발송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서, 모집 웹사이
트 및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삼자. 당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든 회사는 당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이 금
지됩니다. 

아랍에미리트 21세

미국 13세

베트남 16세

개인정보 이용 법적 근거

뉴스레터 가입: 운영체제, 브라우저, 
브라우저 언어, IP 주소에 기초한 국가, 
동의, 뱀파이어 타입, IP 주소, 가입일, 
이메일 주소

당사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뉴스
레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 정보를 
이용합니다.

동의 

판촉/마케팅 이메일(Mailchimp를 통해
서): 이메일 주소, 거래 이메일 배달 이
력(타임스탬프, 수신자 이메일 주소, 
이메일 본문과 함께)

당사는 판촉/마케팅 자료를 귀하
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정보를 이
용합니다. 

동의 

광고: Masked IP, 사용자 에이전트, 
HTTP 리퍼러, 웹 페이지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가명화된 직접 당사자 쿠키, 
광고 시그널, 인구통계적 정보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이용
합니다.

동의 



• 당사를 위해서 모집 웹사이트 및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를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의 기업집단 소속사. 관련된 모든 소속사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 사법당국 및 법 집행기관, 그리고 안전, 보안 또는 법률 준수를 위한 기타 제삼자. 법적 의무 또는 
절차를 준수하거나, 당사의 약관을 집행하거나, 보안 또는 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거나, 당사의 사용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 당사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 등 유효한 법적 절차의 조건을 준수해서, 귀하
의 동의 또는 귀하에 대한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사는 법적 절차의 조
건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기관이 요구되는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정부기관의 요청에 응해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귀하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을 위해서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o 잠재적인 위반 사항의 조사를 포함해서, 당사의 약관 및 기타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o 보안, 사기 또는 기술적 문제를 탐지 또는 방지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 

o 법률상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바에 따라, 당사, 당사의 사용자, 제삼자 또는 일반 공중
의 권리, 재산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사기 방지 및 신용 위험 감소 목적으로 다
른 회사 및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당사 또는 당사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취득하는 제삼자. 당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 당사는 제삼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당사의 사업 중 일부를 매각, 양도, 흡수합
병, 신설합병 또는 재구성하거나, 타인의 사업과 합병하거나, 이를 취득하거나, 이와 함께 합작기업을 설립
하는 경우, 당사는 예비 매수인, 신규 소유자 또는 당사의 사업의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기타 제삼자에게 귀
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당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정보가 해당 자산의 일부로서 매각될 수 있으며, 예비 매수인, 신규 소유자 또는 이러한 매각이나 
양도와 관련된 기타 제삼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개인정보의 보안 

당사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누설,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
다.  

5. 정보 보유  

법률에 따라 더 오래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귀하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
다.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술된 기간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6. 귀하의 권리 

개인정보 보유 방침

뉴스레터 가입 귀하가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보관됨
(단,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삭제함).

판촉/마케팅 이메일(Mailchimp를 통해서) 이메일 내용 및 수신자 정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30일 동안 보관됨. 

바운스 및 이메일 상호작용 정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90일 동안 보관됨.

광고 26개월 동안 보관됨. 



일정 국가의 법률에서는 모집 웹사이트 사용자들에 대해 특유의 권리를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가 이 항
목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란 제목으로 된 이 항목은 관련 국가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관련 
국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의 개요 및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특유한 
보충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정정” 및 “삭제”란 제목의 하위 항목은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러시아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도 적용됩
니다. 

“광고”란 제목의 하위 항목은 홍콩, 마카오,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멕시코, 모로코, 미얀마, 필리핀, 러
시아, 스리랑카,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서,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정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오로지 소정의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아래에 상세히 기술됨). 당사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
기 위한 귀하의 요청에 대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1개월 이내에(소정의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응답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 당사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사가 그것을 공유하는 상대
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처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당
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항목에 기술된 바에 따라, 당사가 귀하의 동의에 근거하거나(예컨대, 설문조
사 정보)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예컨대, 계정 이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구조화되고, 통
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한 예외가 있지만, 귀
하는 해당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
우, 당사는 이에 관해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당사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서에 정보를 이전받을 자를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정보 제공으로 타인의 권리가 방해받는 경우(예컨대,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에 
관한 정보 또는 당사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귀하는 당사가 보유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중 부정확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삭제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해서, 귀하의 계정 또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예컨대, 법적 청구를 방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장에 국한된 처리 제한 



귀하는 소정의 상황에서 저장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를 중지하라고 당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예컨대, 법적 청구의 방어 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해서) 당사는 해당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 중지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제삼자 또한 처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한 제삼자에게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의 처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privacy@sharkmob.com
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에 아래 상술된 바와 같은 그 밖의 상황에서 귀하의 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범위까지,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함으로써 귀하가 일정한 
처리 활동에 대해서 이전에 당사에 제공했던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
가 요구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다면, 당사는 기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공지 사항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때때로 귀하에게 공지 사항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유지관리를 위해 모집 
웹사이트 접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또는 보안, 개인정보 보호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된 통신물). 이러한 서
비스 관련 공지 사항은 그 성질상 판촉용이 아니며, 귀하는 이러한 공지 사항의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고 

귀하는 당사의 뉴스레터에 있는 구독 해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함으로
써, 서비스 이용 시에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개인별 맞춤 광고 또는 마케팅 판촉물의 수신을 중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7. 연락처 및 불만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문의, 의견 및 요청을 환영하니, privacy@sharkmob.com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 먼저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면, 당사가 가능한 신속히 귀하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경우에 귀하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8.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갱신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여기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갱신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언어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영문본과 현지 언어 작성본 사이에 불일치 또는 모순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문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보충 약관 – 국가별 특유 사항 

일정 국가의 법률에는 모집 웹사이트 사용자들에 대한 추가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이 항목에 기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아래 국가 중 하나에 거주하는 사용자인 경우, 귀하의 국가명 아래 기술된 조건이 위에 있는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조건에 추가하여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알제리 

이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정보가 수동적 및 전자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취급 및 이용 행위,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
에 소재하는 제삼자(귀하의 정보를 백업하는 로컬 클라우드 제공자 또는 당사가 모집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 
전 세계의 당사 관계사)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귀하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이나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불만 사항 제기에 대
한 당사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 연락처로 Agency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에 연
락하실 수 있습니다: Av. Pte. Gral. Julio A. Roca 710, Piso 2°, Ciudad de Buenos Aires (전화: +5411 
3988-3968 또는 이메일: datospersonales@aaip.gob.ar).  

정보 이전 

비록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가 귀하의 국가의 것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가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 및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
는 경우, 귀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시행하
는 국가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호주 

국외 수령자  

당사는 호주 외부에 소재하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가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부합되는 방법
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당사가 이러한 제삼
자 수령자의 행위 및 미조치를 통제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열람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 당사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사가 그것을 공유하는 상대
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귀하의 계정의 일부로서 귀하가 이용 
가능하게 만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경
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귀하는 당사가 보유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중 부정확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
에 로그인함으로써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
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mailto:datospersonales@aaip.gob.ar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부모 또는 법률상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약속합니다. 

익명 활동 

실행 가능한 경우, 당사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하거나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귀하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
사가 소셜 미디어 통합 및 구매 기능을 포함해서, 모집 웹사이트의 소정 기능이나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귀하에게 제
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귀하는 인정합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 요청이나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불만 사항 제기에 대한 당
사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전화 +61 
1300 363 992 또는 이메일 enquiries@oaic.gov.au)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이전 

비록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가 귀하의 국가의 것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가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귀하는 당사가 제삼자 수령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
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방글라데시 

동의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범위까지, 제삼자에 대한 정보 공개
를 포함해서,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으로 귀하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귀하는 귀하가 적어도 18세 이상이고, 따라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언합니다. 

브라질 

이 항목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동의 철회  

당사가 귀하의 동의에 근거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귀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제한을 
전제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및 공개에 대해서 귀하가 이전에 제공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 귀하는 귀하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privacy@sharkmob.com으로 연락해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당사가 귀하에게 모집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및 후견인 동의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부모/후견인의 동의(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귀하를 대리해서도 동의해야 함)를 먼저 받지 않는 한, 어떤 목적으로도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
사는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부모/후견인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귀하가 믿는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즉각 해당 개인정보를 조사(및 삭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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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범위까지, 제삼자에 대한 정보 공개
를 포함해서,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이 항목은 2018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의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 적용됩니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개 
지난 12개월에 걸쳐,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장치로부터, 또는 그에 관해서, 다음 범주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개
했습니다. 

• 귀하의 이메일 주소 등의 식별자. 이 정보는 귀하로부터 직접 수집됩니다. 

• 귀하의 모집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귀하의 정보 등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 처리방침 본문에 기술된 기타 장치 정보. 이 정보는 귀하 및 귀하의 장치로부터 직접 수집됩니다. 

당사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귀하에게 모집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귀하의 계정을 유지관리하며,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처리하
기 위해서 

• 모집 웹사이트의 기능을 포함해서, 당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 사기 행위를 방지 및 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안 및 검증 목적으로 

• 기술적 문제 및 버그에 대처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종류의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에 있는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집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의 기업집단 소속사. 

• 당사를 위해서 모집 웹사이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당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는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된 다른 회사들 

• 감독기관, 사법당국 및 법 집행기관 

• 당사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취득하는 주체 

지난 12개월 내에, 당사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CCPA에 규정된 “판매”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
지 않았습니다. 



CCPA에 따른 권리 

귀하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인 경우, 귀하는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요청 직전 12개월 동안의 다음 정보를 무료로 귀하에게 공개하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o 당사가 수집한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의 범주 

o 개인정보가 수집된 출처의 범주 

o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o 당사가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상대방인 제삼자의 범주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범주(해당되
는 경우), 그리고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목적 

o 당사가 귀하에 관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 

• CCPA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귀하가 CCPA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차이가 나는 수준이나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귀하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당사는 CCPA에 따라서 45일 이내에 검증된 모든 요청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45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먼저,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에, 해당 계정에서 귀하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CCPA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인 경우,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함으로써 그 밖의 정보에 관한 귀
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귀하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 외부에 소재하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당사의 방침 및 실무 처리에 
관한 서면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이메일 
주소를 모니터링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또한 당사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또는 저장에 관한 사용자의 문의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그들에게 당사의 것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구비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비밀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이외의 목적을 해당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의 서비스 제
공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체결 및 기타 조치를 활용합니다. 

콜롬비아 

언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스페인어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발효 시점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
체적 목적에 관해 귀하에게 통지함으로써 귀하의 사전 허락을 요청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허락은 (i) 서면에 의하거나, (ii) 구두에 의하거나, (iii)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귀
하의 허락이 부여되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명백한 행위를 통해서 표시될 수 있습니
다. 당사는 비밀 유지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면서, 해당 허락의 증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정보주체로서 귀하는 다음을 포함하여 소정의 권리를 갖습니다: (i)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갱신 
및 정정권, (ii)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iii)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
를 처리한 방법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 (iv) 귀하의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v) 정보 처리가 우월하고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거나, 법률상 이유로 필요하지 않는 한, 귀하의 개
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vi) 귀하의 개인정보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삭제권), 그리고 (vii) 귀하의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연락처 및 불만 사항’ 항목에 있는 당사의 연락처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권리
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 

문의(열람권):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의 처리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접
수일로부터 최장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위 기간 내에 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지연 사유를 귀하에게 통지하고, 문의 사항 처리일을 명시할 것이며, 이 날짜는 어떤 경우
에도 최초 기간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구(정정 및 삭제권): 귀하는 귀하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귀하의 개인정
보 처리와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사항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입
니다. 위 기간 내에 청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 사유 및 청구 사항 처리일이 귀하에
게 통지될 것이며, 이 날짜는 어떤 경우에도 최초 기간 만료일로부터 8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
다. 

이집트 

“수락”을 클릭하거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었고, 이해했으며, 
동의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저장 및 국제적 이전에 대해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정보 이전
은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에 대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메일이나 팝업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든, 당사로부터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동
의한다고 인정합니다. 

귀하가 신규 사용자인 경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귀하의 반대 의사를 당사에 통지할 수 있도록 
7일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집트인인 정보주체로서, 귀하는 이집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소정의 권리를 갖습니다. 

프랑스 

귀하의 권리 

귀하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지시 

귀하는 귀하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보유, 삭제 및 통신에 대한 포괄적 또는 구체적 지시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시는 거기에 언급된 처리 활동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이러한 지시의 처리는 귀하의 구체적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지시를 실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자는 귀하가 사망하는 경우에 귀하의 지
시에 대해 통지받게 될 것이며, 당사에 대해 그 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정이 없거나, 달리 
준비되지 않은 한, 지정된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귀하의 지시를 통지받고, 그 실행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지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홍콩인인 정보주체로서,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까지).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처리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정보주체로서의 열람 요청을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고,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
다. 당사는 정보 열람 요청에 따르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연령 제한 
  
18세 미만 아동이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현지 법률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 금융 정보(은행계좌, 신용카드, 데빗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 정보 
등), 생체 정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성 생활이나 성적 지향, 또는 의료 기록이나 이력이 포함되지만, 공개적으
로 이용 가능하거나, 2005년 정보권리법을 포함해서 인도 법률에 규정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유 
  
당사가 제삼자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제삼자가 관련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동의의 철회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범위까지,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함으로써 귀하가 일정한 
처리 활동에 대해서 이전에 당사에 제공했던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
가 요구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다면, 당사는 기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인도네시아  

동의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고 동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때때로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및 후견인 동의 

귀하가 21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부모 또는 법률상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약속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때때로 당사의 모집 웹사이트에 저장된 귀하
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위반 

당사가 모집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요구
되는 범위까지, 귀하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 또는 모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귀하에게 알릴 것입니다. 

정보 보유 

당사는 법적 요건에 맞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대한 통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관련된 변경본이 제공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본에 대
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
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모집 웹사이트 가
입을 해지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함으로써 당사의 모집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 또는 접속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및 제삼자 동의 

귀하는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가 되도록 확실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는 언제든지 당사에 제공된 정보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기 전에(예컨대, 추천 프로모션의 경우) 귀하가 필요한 모든 동의를 확보했음을 이 문서에 의해서 확언
하며,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항상 귀하가 이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추정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해당 동의
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제삼자의 일체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일본 

최저 연령 

귀하는 적어도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
다.  

제삼자에 대한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제삼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으로 귀하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으로 귀하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위까지, 당사가 보관하는 귀하의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용 목적에 
관해 귀하에게 통지하거나, 공개하거나, 정정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을 중단하거나, 삭제하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
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공개, 수출(관련 법률상 허용
되는 범위까지) 및 저장에 동의합니다. 

쿠웨이트 

귀하는 귀하가 적어도 21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이고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따라서 쿠웨이트의 관련 법
률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언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에 맞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
집, 이용, 저장 및 처리하고, 쿠웨이트 내부 또는 외부를 불문하고 이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사는 귀하에게 모집 웹사이
트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보주체로서,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까지).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처리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정보
주체로서의 열람 요청을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마케팅이나 기타 형태의 상업적 탐색을 위해
서, 또는 개인적 내용에 기초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 열
람 요청에 따르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언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영문본과 말레이어본 사이에 불일치 또는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문본의 효력이 우선
합니다. 

부모 및 후견인 동의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모집 웹사이트에 접속 및 이용하도록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조건에 
구속을 받기로 개인적으로 수락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하는 해당 미성년자의 행위 및 해당 미성년자
의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합니다. 

귀하의 권리  

열람권: 귀하는 당사가 수집했고, 당사에 의해서, 또는 당사를 대행해서 처리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을 요청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에 응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허용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열람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자가 정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정권: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정정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자가 
정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정보를 요
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귀하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해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
리를 제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사가 귀하에게 모집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
한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다음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담당 

o 이메일: privacy@sharkmob.com 

멕시코 

언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개
인정보 처리방침의 스페인어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연령 제한 

귀하가 18세 이상이거나,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부모/후견인의 동의(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귀하를 
대리해서도 동의해야 함)를 받지 않은 한,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명확히 말해서, 귀하는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상세한 모든 설명을 제1항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종
류” 및 제2항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민간 당사자에 
의해 보유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측면에서,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리 목적 

위에 명시된 처리 목적 중 일부는 귀하에게 개인별 맞춤 추천 사항 및 광고를 보여주는 등, 자발적 목적을 위한 것입
니다. 당사는 귀하와 관련성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정보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자발적 목적을 위해서 귀하
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귀하의 권리” 항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발적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의무나 소관 당국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관 당국/법원에서 당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귀하가 당사에 보낸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3항 “당사가 귀하의 개
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에 상술된 개인정보의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
습니다.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 

일반적으로, 당사가 제3항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에 상술된 정보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취득하는 제
삼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당사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위에 상술된 
정보 이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아래 “귀하의 권리” 항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귀
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위에 기술된 “귀하의 권리” 항목에 포함된 “열람”, “정정”, “삭제”, “반대”, “저장에 국한된 처리 제한”(귀하의 개
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에 대한 제한 포함) 및 “광고”란 제목의 하위 항목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적용
됩니다.   

mailto:privacy@sharkmob.com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귀하가 제공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 절차 및 요건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로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사는 모집 웹사이트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엄격히 필
요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이용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모집 웹사이트에 의한 정보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
백히 수락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컨트롤러는 Proxima Beta이며, 그 이메일 주소는 privacy@sharkmob.com입니다. 

• 해당 정보에 대해 의도된 처리 목적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항목에 있는 표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 정보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범주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 항목 중 두 번째 문
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문의에 답변하는 것이 의무적 또는 선택적인지 여부 및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결과: “당사
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항목 및 “귀하의 권리” 항목(“반대”란 제목의 하위 항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 항목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외 수령자  

당사는 뉴질랜드 외부에 소재하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가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
다. 하지만, 귀하는 당사가 이러한 제삼자 수령자의 행위 및 미조치를 통제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수
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열람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 당사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사가 그것을 공유하는 상대
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귀하의 계정의 일부로서 귀하가 이용 
가능하게 만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경
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귀하는 당사가 보유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중 부정확한 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의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귀하가 16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부모 또는 법률상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약속합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 요청이나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불만 사항 제
기에 대한 당사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Office of the New Zealand Privacy 
Commissioner(www.privacy.org.nz)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이전 

비록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가 귀하의 국가의 것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도
록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가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귀하는 당사가 제삼자 수령자의 행위를 통
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
정하고 동의합니다. 

페루 

개인정보의 이전 및 위탁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한국” 항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
거나, 그 정정, 삭제 또는 처리 정지 등을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법률상 후견인을 통해서, 또는 귀하가 권리 행사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귀하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당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
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Peruvian National Authority of Personal Data 
Protection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다음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팀 -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담당 
• 연락처: privacy@sharkmob.com  

필리핀 

최저 연령 

귀하는 적어도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통지받을 권리. 귀하는 일정한 경우에,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프로파일링의 존재를 포함해서, 귀하에 관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반대권. 귀하는 일정한 경우에, 직접 마케팅, 자동화된 정보 처리 또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서, 귀하의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열람권. 귀하는 일정한 경우에, 요청을 통해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 열람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정정권. 해당 신청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거나 기타 비합리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귀하는 일정한 경우에, 귀하
의 개인정보에 존재하는 부정확 또는 오류를 다투고, 이를 시정하라고 당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삭제권 또는 차단권. 귀하는 일정한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차단 요청이나 철회,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의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위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항목에 기술된 바에 따른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 행위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으로, 제삼자, 
당사의 기업집단 소속사, 그리고 당사 또는 당사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취득하는 제삼자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 위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 항목에 기술된 바에 따라, 필리핀 외부의 목적
지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카타르 

귀하가 카타르에서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때때로 개정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3호의 목적상).  

한국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 

제삼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합니다. 

처리 위탁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술된 서비스 이행을 위해서,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은 전문 서
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합니다. 

수령자의 이름(및 연락
처 정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
류

수령자에 의한 이용 목
적

수령자에 의한 보유 및 이용 기간

Google Analytics 

( h t t p s : / /
policies.google.co
m/privacy)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달리 
기술되지 않은 한, 미
국)

시청 행위, 활성 상태, 
로그인 상태 등의 활동 
정보가 타겟형 마케팅을 
위해서 Google에 이전
됩니다.

타겟형 마케팅 캠페인 
목적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에 명시된 정보 보유 
기간 동안

수탁자 위탁 서비스 내용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삼자에게 이전합니다. 

정보 파기 

개인정보는 제4항 “정보 보유”에 상술된 바와 같은 정보 보유 기간에 따라 보유됩니다. 아래 기술된 개인정보를 제외
하고, 수집 또는 이용된 목적을 달성했고, 그 처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복구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기될 것입니
다. 전자 파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서 복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삭제될 것이며, 인쇄
된 정보는 해당 정보를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될 것입니다.  

다음 법률에 따라 보유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제4항 “정보 보유”에 상술된 정보 보유 기간을 넘어
서 보유되어야 합니다. 

Mailchimp
모집 웹사이트를 통한 뉴스레터 가입 및 Bloodhunt 비공개 알파 테스트를 위한 

사용자 모집

수령자(정보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귀하의 개
인 정 보 가 
이 전 되 는 
국가

이전 일자 
및 방법

이전되는 귀하
의 개인정보의 
종류 

수령자에 의
한 이용 목
적 

수령자에 의
한 보유 및 
이용 기간

Mailchimp 

(https://mailchimp.com/legal/
privacy/) 

미국 때때로 이
전됨

이메일 주소, 
거래 이메일 
배달 이력(타
임스탬프, 수
신자 이메일 
주소, 이메일 
본문과 함께)

모집 웹사이
트를 통한 
뉴스레터 가
입 및 비공
개 알파 테
스트를 위한 
사용자 모집

“당사가 귀
하의 개인정
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에 명
시된 정보 
보유 기간 
동안

Google Analytics 

(https://policies.google.com/
privacy?hl=en-US) 

서비스 제
공자의 개
인정보 처
리 방 침 에 
달리 기술
되지 않은 
한, 미국

때때로 이
전됨

Masked IP, 
사용자 에이
전트, HTTP 
리퍼러 , 웹 
페이지 상호
작용을 추적
하는 가명화
된 직접 당사
자 쿠키, 광
고 시그널 , 
인구통계적 
정보 

타겟형 마케
팅 캠페인 
목적

“당사가 귀
하의 개인정
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방법”에 명
시된 정보 
보유 기간 
동안

https://mailchimp.com/legal/privacy/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hl=en-US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당사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야기되었는지 여부 및 암호화 조치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 개인정보가 이용되
거나 제공되는 방법, 이용되거나 제공될 개인정보의 내용, 정보주체가 동의를 제공한 사항 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
공개된 사항, 이용 또는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해
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지 여부를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최초의 수집 목적과 관련되는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및 처리 실무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화 또는 암호화 등 필요한 보안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귀하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거나, 그 
정정, 삭제 또는 처리 정지 등을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법률상 후견인을 통해서, 또는 귀하가 권리 행사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및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른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
다. 

명칭: Kite Bird Korea Yuhan Hoesa,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25층(태평로2가) 

전화번호: +82 2 2185 0902 / 이메일: koreanlocalrep_sharkmob@proximabeta.com  

연락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
한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다음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 

• 계약 체결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5년) 

• 대금 결제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
한 기록(5년) 

• 소비자 서비스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기록(3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통신
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로그 기록, IP 주소(3개월) 

• 사용자의 통신 일자, 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사용 빈도(12개월)



• 개인정보 보호부서 -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담당 
• 전화: +82 2 2185 0902 
• 이메일: koreanlocalrep_sharkmob@proximabeta.com 

러시아 

귀하가 러시아에서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No. 152-FZ(개정되는 바에 따름) 또는 그 대체 
규정의 목적상,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귀하의 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정당한 이익, 모집 웹사이
트의 최적화 또는 계약 이행이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경우, 귀하는 러시아 법률의 목적상, 이렇게 제공된 동
의가 추가적인 정보 처리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정보 처리가 귀하의 동의를 받아 수행된다는 의미임)
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쿠키의 처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러시아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로 인정되
는 범위까지). 

•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싱가포르, 스웨덴 및 미국으로 귀하의 정
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러시아 민법 152.1항의 목적상,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귀하의 영상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 “마케팅/광고에 관한” 러시아 법률의 목적상, 귀하가 해당 통신물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한, 당사가 귀하와 
광고/마케팅 통신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술된 “귀하의 권리” 항목 중 하위 항목인 “열람”, “정정”, “삭제”, “저장에 국한된 처리 제한”, “반대” 및 
“광고”는 러시아 사용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여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 귀하에게 통지할 것이며, 
귀하에게 해당 변경 사항을 인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귀하가 통지 후에
도 모집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 담당 대리인에 관해서, 귀하는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메일 제
목에 “러시아”란 단어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세르비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목적상, 세르비아에 대해 지정된 당사의 현지 대리인은 Karanovic & Partners이며, 
local.representative@karanovicpartners.com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메일 제목에 “세르비아”
란 단어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 명칭: Karanovic & Partners o.a.d. Beograd 
• 주소: Resavska 23, Belgrade, 11000, Serbia 
• 전화번호: +381 11 3094 200  
• 이메일: local.representative@karanovicpartners.com  

싱가포르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일체의 국가, 특히 미국, 싱가포르 
및 스웨덴으로 귀하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열람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당사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사가 그것을 공유하는 상대방을 열람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귀하의 계정의 일부로서 귀하가 이용 가능하게 만든 개인정보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중 부정확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관해서 그 밖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목적으로 지정된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는 privacy@sharkmob.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귀하는 inforeg@justice.gov.za으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Information Regulator(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formation Regulator(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소는 33 Hoofd 
Street Forum III, 3rd Floor Braampark, Braamfontein, Johannesburg, South Africa입니다.  

스리랑카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조건에 동의하고,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및 
공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모집 웹사
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부모 또는 법률상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약속합니다. 

귀하가 동의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향후의 처리 금지, 삭제,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
우, 당사는 21영업일 이내에 당사의 응답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별 맞춤 마케팅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개인별 맞춤 광고가 표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의 설
정 항목에 포함된 수신 거부 지침에 따르거나,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함으로써, 당사로부터 제
공되는 개인별 맞춤 광고의 수신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만 

당사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수집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이러한 아동이 모집 웹사이트
에 등록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7세 미만인 경우, 당사의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에 등
록하려고 시도하거나, 귀하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세 미만의 미성
년자는 누구도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동안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경우, 20세 미만인 사람은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 

“수락”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모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태국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범위까지, 당사가 
보관하는 귀하의 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하라고 당사에 요청하거나, 이러한 정보의 이동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privacy@sharkmob.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이메일로 귀하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기
회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이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효될 
것입니다. 

터키 

터키 개인정보보호법(“DPL”) 및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상, 터키에서 당사의 정보 컨트롤러 대리인인 
Özdağıstanli Ekici Avukatlık Ortaklığı에게는  localdatarep_sharkmob@iptech-lega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메일 제목에 “터키”란 단어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mailto:inforeg@justice.gov.za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DPL 제11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터키인인 
정보주체로서, 귀하는 정보 컨트롤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률 및 규정
에 따라 허용된 범위까지). 

• 귀하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가 처리된 경우, 해당 처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전달된 국내 또는 국외의 제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PL 제7조에 규정된 조건 내에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PL에 따라 소정의 정보 처리에 반대하고, 소정의 시정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니아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범위까지,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 제삼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우크라이나 이외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정보 이전을 포함
해서,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을 명백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공개, 이전, 수출(관련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까지) 및 저장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UAE 법률(예컨대, UAE 사이버 범죄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
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수사 목적상 관련 당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의 자발적 
신고는 UAE 컴퓨터 비상 대응팀(“CERT”)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ERT는 UAE
에서 사건 기록 절차를 제공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알려진 사항에 관해 자문하는 보안 대응 기관입니다. 

베트남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제삼자에 대한 적법한 정
보 공개 및 이전을 포함해서,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을 명백히 동의하고 허락하
는 것입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표준 및 보안 실무를 유지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귀하의 거주 국가 내
외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준수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정보 수령자에 의
한 보안 실무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당사가 제삼자로 하여금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제삼자가 해당 개인정보
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귀하의 정보가 법 집행기관, 공공 당국 또는 기타 사법 당국 및 기관에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러한 기
관의 서면 요청서 접수 시에 공개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이용 및 공개하도록 귀하가 이전에 제공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및 귀하의 개인정보
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더 오래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귀하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술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