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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웨어주식회사 

쿠키 정책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9일 

 

개요 

본 쿠키 정책의 목적은 리갈웨어주식회사와 그 계열사, 자회사, 사업부, 브랜드(통칭하여 맥락에 

따라 “리갈웨어,” “당사(we)”, “당사를(us)” 또는 “당사의(our)”라 함)가 리갈웨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쿠키를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www.1919cookware.com, www.ameriankitchencookware.com, www.espro.ca, www.kitchenfair.com.mx, 

www.lifetimecookware.com, www.royalqueencookware.com, www.regalware.com,  

www.saladmaster.com, www.westbendcookware.com ,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웹사이트”라 하며,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웹사이트에서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 기능, 모바일 

웹사이트, 마이크로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서비스”라 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고지를 주의 깊게 읽고 당사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쿠키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쿠키의 정의 

당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귀하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기기에 

쿠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귀하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일련의 

문자로 이루어진 작은 파일입니다. 귀하가 해당 웹사이트에 재방문 시, 웹사이트는 쿠키를 통해 

귀하의 브라우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고유 식별자, 사용자 선호사항을 비롯하여 방문한 

페이지, IP 주소, 서비스 유입 경로 등 기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쿠키 유형 

서비스는 지속 쿠키(persistent cookies)와 세션 쿠키(session cookies)를 모두 사용합니다. 세션 쿠키는 

귀하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동안에만 쿠키 파일에 저장됩니다.  지속 쿠키는 삭제하거나 

만료되지 않는 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서비스는 (리갈웨어가 설치한) 제1자 쿠키와 (제3자가 설치한) 제3자 쿠키를 모두 사용합니다. 제3자 

쿠키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석 및 광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쿠키입니다. 제3자 쿠키가 

수집한 정보는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제3자 쿠키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웹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상 귀하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3자의 쿠키 사용이나 사용방식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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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쿠키 사용방식 

당사와 당사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귀하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쿠키, 웹비콘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합니다. 당사는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당사의 온라인 광고 이용을 분석하고 귀하의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며 귀하가 

서비스상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키는 귀하와 귀하의 관심에 보다 적합한 온라인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당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 실태 정보를 수집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는 귀하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여 귀하의 IP 주소나 기타 식별자, 

브라우저 정보, 귀하가 열람하고 상호작용하는 컨텐츠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당사가 확보한 사용자 수,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 항목, 사용된 브라우저, 사용자가 

위치한 국가나 지역, 사용자의 인구통계 자료 및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쿠키 제어 방법  

귀하는 쿠키를 제어 및/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쿠키를 모두 삭제할 수 있으며, 

브라우저를 재설정하여 모든 쿠키를 차단하거나 쿠키 전송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브라우저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하여 쿠키 사용을 차단하거나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수정/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문의 

당사의 쿠키 정책에 대해 문의, 우려, 불만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765-5795나 1675 Reigle Drive, P.O. Box 556, Kewaskum, Wisconsin 53040 US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