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용 

업데이트: 2019년 7월 

웹사이트 접속 시www.sisley-paris.com/(이하 웹사이트), 쿠키가 시슬리 및 시슬리의 협력사에 의해 

귀하의 단말기에 설치됩니다. 쿠키는 단말기 쿠키 공간에 임시 저장됩니다. 

사용된 쿠키는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원활한 웹사이트 사용에 도움을 주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환경을 최적화합니다(사용 언어, 사용 

운영체제 등); 

- 웹사이트 내 제품과 서비스,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합니다(제품 카탈로그, 제품 카테고리, 장바구니 

등); 

- 웹사이트의 이용량 및 통계 산출과 웹사이트 상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항목, 방문 

콘텐츠, 발자취 등); 

- 귀하가 사전에 제공한 이용자 아이디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정과 같은 개인 공간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웹사이트 이용 및 접속 이력과 귀하가 웹사이트 상에서 살펴본 서비스 및 제품, 그리고 귀하의 

관심사에 비추어 적합한 광고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쿠키: 귀하의 웹사이트 방문 및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기능 사용 시, 제3자에 의해 저장된 쿠키입니다. 이 쿠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쿠키 정책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슬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웹사이트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귀하께 전달되는 광고를 맞춤 설정하고 쿠키를 식별하기 위해, 

제3자도 귀하의 웹사이트 접속 시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슬리는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쿠키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쿠키를 거부해도 웹사이트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귀하의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한 광고를 인터넷상에서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단말기를 설정하여 언제든지 쿠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브라우저는 서로 다른 쿠키 관리 및 관련 옵션을 제공합니다. 브라우저의 도움말 메뉴에 설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ternet Explorer™ : http://windows.microsoft.com/fr-FR/windows-vista/Block-or-allow-cookies 
Safari™ : http://support.apple.com/kb/ht1677?viewlocale=fr_fr 
Chrome™ : http://support.google.com/chrome/bin/answer.py?hl=fr&hlrm=en&answer=95647 
Firefox™ : http://support.mozilla.org/fr/kb/Activer%20et%20d%C3%A9sactiver%20les%20cookies 
Opera™ : http://help.opera.com/Windows/10.20/fr/cookies.html 

기타. 

설정을 통해 웹사이트 접속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정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쿠키를 저장 혹은 열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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