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은 Google 서비스 사용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
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신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인지하며 최선을 다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
가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정보를 업데이트, 관리, 내

보내기, 삭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진단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 진단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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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처리된 버전

Google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

비스를 구축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Google 검색, YouTube, Google Home 등의 앱, 사이트, 기기

Chrome 브라우저, Android 운영체제 등의 플랫폼

광고, 분석, 삽입된 Google 지도 등 타사 앱 및 사이트에 통합된 제품

사용자는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Google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거나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를 보고 싶으면 Google 계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아웃하거나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Google에서 검색하거나 YouTube 동영상을 보는 등

많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rome의 시크릿 모드와 같은 비공개 모드로 웹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조정하여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유형과 정보가 이

용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checkup?utm_source=pp&utm_medium=Promo-in-product&utm_campaign=pp_intro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archive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 해설 동영상, 핵심 용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서비스 이용 시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은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사용자

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할 광고,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좋아할 것 같은 YouTube 동영

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정보가 이용되는 방식은 사용자

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기에 연결된 고

유 식별자와 함께 수집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브라우징 세션 중 사용자의 환경설정이 유지됩니다

(예: 선호 언어 또는 사용자 활동을 기반으로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나 광고 표시 여부).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는 Google 계정과 함께 저장되는 정보도 수집하며, 이를 개인정보로 취급합니다.

사용자가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사용자는 Google 계정을 만들 때 이름과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또한 계정에

전화번호나 결제 정보를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Google과

연락을 취하거나 서비스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콘텐츠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 저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작성하는 문서와 스프레드시트, YouTube 동

영상에 다는 댓글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Google이 수집하는 정보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key-terms#key-terms
mailto:googlekrsupport@google.com


사용자의 앱, 브라우저, 기기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앱, 브라우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제품 업데이트, 배터리가 부족할 때 화면을 어둡게 하는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고유 식별자, 브라우저 유형 및 설정, 기기 유형 및 설정, 운영체제, 통신사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가 포함됩니다. 또한 IP 주소, 비정상 종료 보고서, 시스

템 활동, 요청 날짜와 시간, 리퍼러 URL 등 사용자의 앱, 브라우저, 기기와 Google 서비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기의 Google 서비스가 서버에 연결될 때, 예를 들어 Play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때나 서비스가 자동 업데

이트를 확인할 때 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Google 앱이 설치된 Android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는 주기적

으로 Google 서버에 연결되어 기기와 서비스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에는 기기 유형, 이동통

신사명, 비정상 종료 보고서, 설치한 앱 종류 등이 포함되며 기기 설정에 따라 Android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

에 관한 기타 정보도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활동

서비스상의 사용자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좋아할 만한 YouTube 동영상을 추천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

다. 수집하는 활동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단어

시청하는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 조회 및 상호작용

음성 및 오디오 정보

구매 활동

사용자가 교류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들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사용자가 Google 계정과 동기화한 Chrome 브라우징 기록

https://support.google.com/android/answer/9021432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6078260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통화 및 메시지 로그 정보(전화번호, 발신자

번호, 수신자 번호, 착신전환 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 이메일 주소, 통화와 메시지 일시, 통화 시간, 라우팅 정

보, 통화/메시지 유형 및 양 등)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Google 계정에 방문하여 계정에 저장된 활동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으로 이동

사용자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운전 경로, 주변 장소 검색결과, 대략적인 위치를 기

반으로 하는 광고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GPS 및 기타 기기의 센서 데이터

IP 주소

집이나 직장 같은 장소의 라벨 지정 및 검색 등 Google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활동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블루투스 지원 기기 등 사용자의 기기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

Google에서 수집하는 위치 데이터의 유형과 저장 기간은 기기 및 계정 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기의 설정 앱을 사용하여 Android 기기의 위치 정보 제공을 활성화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위치 기록을 사용 설정하여 로그인된 기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장소를 비공개 지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웹 및 앱 활동 설정을 사용하면 Google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검색 및 기타 활동이 Google 계정에 저장되며,

여기에는 위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Google의 위치 정보 사용 방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Google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스에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예

를 들어 사용자의 이름이 지역 신문에 나는 경우 Google 검색엔진은 해당 기사의 색인을 생성하여 다른 사람

들이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할 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 서비스에 표시될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

는 디렉터리 서비스, Google 비즈니스 서비스의 잠재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파트너, 악용 사례

https://myaccount.google.com/?utm_source=pp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location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lochistory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location-data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 파트너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리서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고 파트너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Google은 쿠키, 픽셀 태그, 브라우저 웹 스토리지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같은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베

이스, 서버 로그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GOOGLE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모든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검색하는 단어를 처리하여 결과를 제공하거나 연락처에서 수신자를 추천하여 콘텐츠 공유를 돕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유지 및 개선

정전 원인을 추적하거나 사용자가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철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검색어를 파악하여 서비스에 사용되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개선하는 식으로 서비스 개선 작업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합니다.

새 서비스 개발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새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의 첫 포토 앱이었던

Picasa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정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Google 포토를 설계하고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콘텐츠와 광고를 포함한 맞춤 서비스 제공



수집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 맞춤 콘텐츠, 맞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맞춤설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진단은 사용자의 Google 제품 이용 방식에 적합한 보안 팁을 제공합니다. 또한

Google Play는 사용자가 이미 설치한 앱, YouTube에서 시청한 동영상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좋아할 만한

새로운 앱을 추천합니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산악

자전거'를 검색한 적이 있다면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탐색할 때 스포츠 장비 광고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광고 설정을 방문하여 광고 표시에 Google이 이용하는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건강과 같은 민감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Drive, Gmail 또는 포토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처 꽃집 광고를 보고 '탭하여 통화'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 Google은 통화를

연결해주고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꽃집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설정 도구로 이동

실적 측정

Google 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분석하고 측정하는 데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사이

트 방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광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주가 광고 캠페인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 Google 애널리틱스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을 사용할 경우 Google

애널리틱스 고객은 Google이 Google의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 또는 앱에서의 활동과 현재 방

문한 사이트 또는 앱에서의 내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주소 등 수집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위치에서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려는 시도 등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는 향후 서비스 변경이나 개선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Google에 문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의 요청 기록을 보관합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security-checkup?utm_source=pp
https://adssettings.google.com/?ref=privacy-policy


Google과 사용자, 그리고 대중을 보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Google, 사용자 또는 대중에게 해

를 끼칠 수 있는 사기, 악용 사례, 보안 위험, 기술적 문제를 감지,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Google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

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개인 맞춤 광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춘 그 밖의 기

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여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등 악용사례 감지에 이용합니

다.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알고리즘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 번역은 사용자가 번역을 요청하

는 문구에서 보편적인 언어 패턴을 감지하여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Google 서비스와 사용자 기기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YouTube에서 기타 연주자 동영상을 봤다면 Google 광고 제품을 이용하는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기타 교습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계정 설정에 따라, Google 서비스 및 Google이 제공하는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와 앱에서의 사용자 활동이 사용자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사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다른 사용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Google은 그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공개 Google 계정 정보(예: 이름과 사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용자가 보내는 이메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Google은 먼저 사용자의 동의를 요청합

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사용자는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이용 방식에 대해 선택권
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Google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설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

호 진단을 방문하여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이외에 제품에

서도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

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checkup?utm_source=pp&utm_medium=Promo-in-product&utm_campaign=pp_body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roduct-privacy


개인정보 보호 진단으로 이동

사용자 정보 관리, 검토, 업데이트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포토와 드라이브는 Google에 저장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Google 계정에 저장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Google 계정에는 다음이 포

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활동 제어

계정에 저장할 활동 유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YouTube 기록을 사용 설정하면 시청한 동영

상과 검색한 내용이 계정에 저장되므로 더 나은 추천을 받고 시청을 중단한 지점을 기억하는 기

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설정하면 다른 Google 서비스에서 이루어

진 검색 및 기타 활동이 계정에 저장되므로 검색이 신속해지고 더 유용한 앱 및 콘텐츠 추천을 받

는 등 더욱 맞춤설정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및 앱 활동에는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

는 다른 사이트, 앱, 기기의 활동에 관한 정보(예: Android에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앱)를 Google

계정에 저장하고 Google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지를 제어할 수 있는 하위 설정도 있습니

다.

활동 제어로 이동

광고 설정

Google 및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여 광고를 표시하는 사이트와 앱에 표시되는 광고의

환경설정을 관리합니다. 관심사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더 관련성 높은 광고를 표시

하는 것을 허용할지 선택하고, 특정 광고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설정 도구로 이동

내 정보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checkup?utm_source=pp&utm_medium=Promo-in-product&utm_campaign=pp_body
https://myaccount.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54068#zippy=%2Cinfo-about-your-browsing-and-other-activity-on-sites-apps-and-devices-that-use-google-services
https://myaccount.google.com/activitycontrols?utm_source=pp
https://adssettings.google.com/?ref=privacy-policy


Google 계정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Google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제어합니다.

내 정보로 이동

공유 인증

광고에 표시되는 리뷰, 추천 등의 활동 옆에 이름과 사진이 표시되게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공유 인증으로 이동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및 앱

사용자가 Google 애널리틱스와 같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해당 웹사이트와 앱에서 Google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합니

다.

Google이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또는 앱을 출처로 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세요.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

내 활동

내 활동에서는 내가 한 검색이나 Google Play 방문 등 로그인한 상태로 Google 서비스를 사용

할 때 Google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주제별로 찾아보

고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 활동으로 이동

Google 대시보드

Google 대시보드에서 특정 제품과 연결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이동

사용자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사용자 연락처 정보를 관리합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rofile?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shared-endorsements?utm_source=pp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ashboard?utm_source=pp


개인정보로 이동

로그아웃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나 기기와 연결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검색 맞춤설정: 사용자의 검색 활동을 이용하여 더 관련성 높은 결과와 추천을 제공하도록 허

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YouTube 설정: YouTube 검색 기록과 YouTube 시청 기록을 일시중지하고 삭제합니다.

광고 설정: Google 및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여 광고를 표시하는 사이트와 앱에 표시되는 광

고의 환경설정을 관리합니다.

정보 내보내기, 제거, 삭제

사용자는 백업하거나 Google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Google 계정의 콘텐츠 사본을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 삭제

내 활동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특정 항목을 검색한 다음 삭제

제품과 연결된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Google 제품 삭제

전체 Google 계정 삭제

정보 삭제

휴면계정 관리자에서 예기치 않게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Google 계정 일

부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ersonal-info?utm_source=pp
https://www.google.com/history/optout?utm_source=pp
https://www.youtube.com/feed/history/search_history?utm_source=pp
https://www.youtube.com/feed/history?utm_source=pp
https://adssettings.google.com/?ref=privacy-policy
https://takeout.google.com/?utm_source=pp
https://myactivity.google.com/?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services?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account?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services-or-account?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inactive?utm_source=pp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관련 법률과 Google 정책에 따라 특정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계정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우저 설정: 예를 들어 Google이 브라우저에 쿠키를 설정할 때 표시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특정 도메인이나 모든 도메인의 모든 쿠키를 차단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Google 서비스는 사용자의 언어 환경설정을 기억하는 등 올바른 기능 작동을 위해 쿠키를 사용한

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수준 설정: 기기에 Google이 수집하는 정보 유형을 결정하는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droid 기기에서 위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많은 Google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유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YouTube에서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

유할 경우, Google 검색을 비롯한 검색엔진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액세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Google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YouTube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거나 Play에서 앱을 리뷰하는 등 상호작용을 하

면 이름과 사진이 활동 옆에 표시됩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공유 인증 설정에 따라 이 정보를 광고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Google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과 사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

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110420?visit_id=637939486089565735-343938859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p=privpol_locserp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endorse


Google에서는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Google 외부와 개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사용하여 Google Home에서 식당을 예약하면 사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식당과 공유하

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습니다. 또한 Google은 사용자가 자신의 Google 계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부여한 타사 앱 및 사이트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Google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요청합니다.

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학생인 경우 계정을 관리하는 도메인 관리자와 리셀러가 내

Google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 저장된 정보(예: 이메일) 액세스 및 유지

계정 관련 통계 조회(예: 사용자가 설치한 앱 수)

계정 비밀번호 변경

계정 액세스 일시 중지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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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Google은 Google 계열사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에게 Google 지침을 기반으로 Google의 개인

정보처리방침, 기타 기밀 및 보안 관련 조치를 준수하면서 Google의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개선, 고객 및 사용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제공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합니다. 또한 공공 안전

을 위해 YouTube 동영상 콘텐츠를 검토하고 Google의 오디오 인식 기술 개선을 위해 저장된 사용자 오디오

샘플을 청취 및 분석할 목적으로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합니다.

법률상 필요한 경우

Google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액세스, 이용, 보존 또는 공개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선의로 신뢰하

는 경우에 Google 외부와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home?p=privpol_homedata
https://myaccount.google.com/permissions
https://support.google.com/a?p=privpol_admin


관련법, 규정,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 준수. 투명성 보고서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의

건수와 유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약관 위반 조사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 약관 집행

사기, 보안 또는 기술적 문제를 감지, 예방 또는 해결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바에 따라 Google, 사용자, 대중의 권리, 재산, 안전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

호

Google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대중 및 파트너(예: 게시자, 광고주, 개발자 또는 권리 보유자)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용 트랜드를 보여주는 정보를 대중과 공유합니다. 또

한 특정 파트너가 광고 및 측정 목적으로 자체 쿠키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브라우저나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Google은 인수, 합병 또는 자산의 매각이 있을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의 기밀을 계속 유지하며, 개인정보가 타

사에 전달되거나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기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미리 공지합니다.

정보 보안 유지

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에 보안을 구축합니다

모든 Google 제품에는 사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보안 기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를 유지하면서 얻는 유용한 정보는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알

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리고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를 안내합니

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정보 무단 액세스, 변경, 공개, 파기로부터 사용자와 Google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를 사용하여 전송 중에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세이프 브라우징, 보안 진단, 2단계 인증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계정 보호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보안 조치를 포함하여 Google의 정보 수집, 저장 및 처리

관행을 검토합니다.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user-data/overview
https://safebrowsing.google.com/?utm_source=pp
https://www.google.com/landing/2step/?utm_source=pp


개인정보 액세스 권한을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액세스가 필요한 Google 직원, 계약업자(위탁업자)

및 대리인으로 제한합니다.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람은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갖게 되

며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보 내보내기 및 삭제

사용자는 언제든지 Google 계정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사본을
내보내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백업하거나 Google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Google 계정의 콘텐츠 사본을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 삭제

내 활동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특정 항목을 검색한 다음 삭제

제품과 연결된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Google 제품 삭제

전체 Google 계정 삭제

정보 삭제

정보 유지

Google은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의 내용, Google에서의 데이터 사용 방식 및 사용자가 설정을 구성한 방식

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https://takeout.google.com/?utm_source=pp
https://myactivity.google.com/?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services?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account?utm_source=pp
https://myaccount.google.com/delete-services-or-account?utm_source=pp


사용자의 개인 정보 또는 직접 만들거나 업로드한 콘텐츠(사진 및 문서)와 같은 일부 콘텐츠는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저장된 활동 정보는 삭제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선택할 때까지 이 데이터를 Google

계정에 보관합니다.

서버 로그의 광고 데이터와 같은 기타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익명화됩니

다.

Google은 Google 서비스 사용 빈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Google 계정이 삭제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일부 데이터는 보안, 사기 및 남용 방지, 금융 기록 보관과 같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또는 법적 목적을 위

해 필요한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면 Google은 Google 서버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삭제되거나 익명 상태

로 보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삭제 절차를 따릅니다. Google은 Google 서비스들을 통해 정보의

우발적이거나 악의적인 삭제를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보를 삭제한 시간과 활성 및 백

업 시스템에서 사본이 삭제되는 시간 사이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삭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Google의 데이터 유지 기간에 대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규제 당국과의 협력

Google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 방침에 따라 사용자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데이터 이전

Google은 전 세계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가 거주 국가 밖에 있는 서버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보호법은 국가마다 다르며, 법률마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Google은 정보가 처리

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이 정책에 설명된 보호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특

정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합니다.

공식 서면 신고서를 통해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연락합니다.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직

접 해결할 수 없는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데이터 보호 당국을 비롯한 지역의 규제 당국

과 협력합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ersonal-info
https://support.google.com/photos/answer/6128858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023494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465?authuser=0#auto-delete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ad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retention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frameworks


캘리포니아 주 요구사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하여 특정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oogle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

었습니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에서는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카테고리 및 정보의 출처를 설명합니

다.

Google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에서는 Google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보 공유에서는 Google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Google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CCPA는 Google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

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에 액세스하고 Google에 해당 정보를 삭제해 달라

고 요청할 권리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CCPA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설정에서는 Google의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제

공되는 옵션을 설명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관리 기능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보에 액세스하고 정

보를 검토,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사본을 내보내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기능을

사용할 경우 Google에서는 사용자가 본인의 Google 계정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검증합

니다. CCPA에서 보장하는 사용자 권리와 관련해 질문이나 요청이 있다면 사용자 본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Google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Google의 CCPA 관련 요청 처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

다.

CCPA는 특정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데이터 관행을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사

용하여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정보를 분류합니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 카테고리

식별자. 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및 사용하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기기와 연결된 고유 식별자

인구통계 정보 예 연령 성별 언어

https://takeout.google.com/settings/takeout?utm_source=pp
https://support.google.com/policies/answer/9581826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ccpa-report
https://myaccount.google.com/personal-info
https://myaccount.google.com/personal-info
https://myaccount.google.com/gender
https://myaccount.google.com/language


인구통계 정보. 예: 연령, 성별, 언어

상업적 정보. 예: 결제 정보 및 Google 서비스에서 구매한 기록

생체 인식 정보. 예: 지문(Google의 제품 개발 연구에 정보 제공을 선택한 경우)

인터넷, 네트워크 및 기타 활동 정보. 예: 검색어, 콘텐츠와 광고 조회 및 상호작용, Google 계정과 동기화한

Chrome 방문 기록, Google 서비스와 앱, 브라우저, 기기 간의 상호작용 관련 정보(예: IP 주소, 비정상 종료

보고서, 시스템 활동),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타사 사이트 및 앱에서의 활동. 사용자는 내 활동에서

Google 계정에 저장된 활동 데이터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예: GPS, IP 주소 및 기기의 센서 또는 기기 주변 센서에서 감지하는 기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위치정보(기기 및 계정 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짐). Google의 위치 정보 사용 방법 자세히 알아보

기

오디오, 전자, 시각 및 유사한 정보. 예: 음성 및 오디오 정보

직업, 고용 및 교육 정보. 예: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사용자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Google 서비스를 통

해 관리되는 정보

사용자가 생성 또는 제공하는 기타 정보. 예: 사진 및 동영상 또는 이메일, 문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사용자

가 생성, 업로드 또는 수신한 콘텐츠. Google 대시보드에서 특정 제품과 연결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된 정보. 예: 광고 관심분야 카테고리

정보가 사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사업상의 목적

보안 위협, 악용,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 Google은 보안 사고를 감지, 예방 및 이에 대응하고 기타 악의적, 기

만성, 사기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서비스

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용자가 도용한 IP 주소에 관한 정보를 받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측정: Google은 게시자, 광고주, 개발자, 권리 보유자와 같은 Google 파트너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Google 서비스가 사용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및 측정에 정보를 사용합니다. 감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Google 파트너와 공유하고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 운영: Google은 장애 원인을 추적하거나 사용자가 신고하는 버그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서비스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ersonal-info
https://myaccount.google.com/gender
https://myaccount.google.com/language
https://myaccount.google.com/payments-and-subscriptions
https://myaccount.google.com/purchases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utm_source=pp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location-data
https://myaccount.google.com/profile
https://myaccount.google.com/dashboard
https://adssettings.google.com/authenticated?ref=privacy-policy


등 서비스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연구 및 개발: Google은 Google 서비스를 개선하고 Google 사용자 및 대중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품, 기

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해 Google 언어 모

델을 학습시키고 Google 번역과 같은 기능을 개발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Google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기밀 및 보안 관련 조치를 준수하면서 Google을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에서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서비스 제공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Google은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식별자, 탐색 및 검색 활동, 위치

및 광고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Google의 서비스 및 여러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광고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

다.

법적 사유: Google은 또한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고,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해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정보를 사용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서 정부 요청 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사용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문서나 사진 및 YouTube 동영상 또는 댓글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사용자가 선택한 다른 사용자

사용자가 정보 공유에 동의한 제3자. 예: Google 서비스와 통합한 서비스. 사용자는 본인의 Google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타사 앱 및 사이트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침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기밀 및 보안 관련 조치를 준수하면서 Google을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 서비스 제공업체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조직의 도메인 관리자

정보 공유에 설명된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제3자

https://adssettings.google.com/?ref=privacy-policy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user-data/overview
https://myaccount.google.com/permissions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208960?p=privpol_admin


방침 정보

이 방침의 적용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YouTube, Android, 타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Google LLC 및 계열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는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Google 서비스를 광고하는 다른 회사 및 조직의 정보 관행

다른 회사나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예: 이 방침이 적용되는 Google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

의 검색결과에 표시되거나, Google 서비스에서 링크될 수 있는 제품 또는 사이트)

이 방침의 변경

Google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설명된 사용자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 변경 사항이 게시된 날짜를 표시하고 사

용자가 검토를 위해 보관처리된 버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

스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한 변경 고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관행

특정 Google 서비스

다음 고지에 일부 Google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Chrome 및 Chrome 운영체제

Payments

Fiber

Google Fi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archive
https://www.google.com/chro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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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Read Along

YouTube Kids

Family Link를 통해 관리되는 만 13세(또는 거주 국가의 해당 연령) 미만 자녀의 Google계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amily Link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

Google 어시스턴트의 어린이용 기능에서 수집한 음성 및 오디오

Google Workspace 또는 Google Cloud Platform을 사용하는 조직의 일원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서 내 개

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Google Cloud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용한 자료

다음 링크는 Google의 관행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Google 계정에서 다양한 설정을 사용하여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진단은 Google 계정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안내합니다.

Google 안전 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상에서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 규칙을 정할 때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Google의 내장 보안 기능, 개인정보 보호 설정, 도구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Google의 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에서는 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Google 서비스 약관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술 섹션에서 다음 주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Google의 쿠키 사용법

광고에 사용되는 기술

Google에서 패턴 인식을 사용하여 사진의 얼굴 등을 인식하는 방법

Google이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https://workspace.google.com/terms/education_privacy.html
https://readalong.google/intl/ko_US/privacy
https://kids.youtube.com/privacynotice
https://families.google.com/familylink/privacy/child-policy/
https://families.google.com/familylink/privacy/child-disclosure/
https://assistant.google.com/privacy-notice-childrens-features/
https://cloud.google.com/terms/cloud-privacy-notice
https://myaccount.google.com/
https://myaccount.google.com/privacycheckup?utm_source=pp&utm_medium=Promo-in-product&utm_campaign=pp_body
https://www.google.com/intl/ko/safetycenter/
https://www.google.com/policies/privacy/teens/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cookie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ad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ttern-recognition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


핵심 용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

사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된 사용자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 정보 등 사용자가 Google에 제공하는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와

연관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타 데이터(예: 사용자의 Google 계정에 연결된 정보)를 의미합

니다.

계열사

계열사는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td, Google Payment Corp, Google Dialer Inc 등

EU에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Google 그룹사에 속한 법인입니다. EU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유 식별자

고유 식별자는 브라우저, 앱 또는 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열입니다. 영구적인지 아닌지,

사용자가 재설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 등은 식별자마다 다릅니다.

고유 식별자는 보안 및 사기 행위 감지, 이메일 받은편지함 등의 서비스 동기화, 사용자의 환경설정 기억, 맞춤

광고 제공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키에 저장된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면 사

이트에서 브라우저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쿠키를 거부하거

나 쿠키를 전송할 때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이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

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이외의 다른 플랫폼에서는 고유 식별자가 특정 기기 또는 기기에 설치된 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 광고 ID와 같은 고유 식별자는 Android 기기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

며, 기기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기기에 고유 식별자(범용 고유 식별자 또는 UUID라고도

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가 이러한 고유 식별자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기기의 고

https://privacy.google.com/businesses/affiliate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cookie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ads


유 식별자는 Google 서비스를 기기에 맞게 맞춤설정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기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기기

기기란 Google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

릿,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폰은 모두 기기로 간주됩니다.

리퍼러 URL

리퍼러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링크를 클릭할 때 웹브라우저에서 대상

웹페이지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리퍼러 URL에는 브라우저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웹페이지의 URL이

포함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기밀 의료 기록,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주제와 관련된 특정 개인정보 카테

고리입니다.

브라우저 웹 스토리지

브라우저 웹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웹사이트가 기기의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웹

스토리지를 '로컬 스토리지' 모드에서 사용하면 여러 세션에 걸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연 후에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웹 스토리지를 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HTML 5를 들 수 있습니다.

서버 로그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Google 서버는 사용자가 Google 사이트를 방문할 때 요청한 페이지를 자

동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서버 로그’에는 일반적으로 웹 요청,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브라우저 유형, 브라

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쿠키가 포함됩니다.

'car'라고 검색했을 때 기록되는 로그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23.45.67.89 - 25/Mar/2003 10:15:32 - 

http://www.google.com/search?q=cars - 

Firefox 1.0.7; Windows NT 5.1 - 

740674ce2123e969

123.45.67.89 ISP가 사용자에게 할당한 IP 주소입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25/Mar/2003 10:15:32 쿼리의 날짜 및 시간을 나타냅니다.

http://www.google.com/search?q=cars 요청된 URL(검색어 포함)입니다.

Firefox 1.0.7; Windows NT 5.1 사용 중인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입니다.

740674ce2123a969 Google을 처음 방문했을 때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한 쿠키 ID입니다. 쿠키는 사용

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에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쿠키를 삭제한 경

우, 다음에 같은 기기에서 Google을 방문하면 기기에 이와 같은 고유한 쿠키 ID가 다시 할당됩니다.

알고리즘

컴퓨터가 문제해결 작업을 진행할 때 따르는 절차 또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는 기기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이며, 인터넷 접속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

나 콘텐츠를 더 빠른 속도로 로드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쿠키

쿠키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작은 파일이며,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사용자가 사

이트를 다시 방문하면 사이트는 쿠키를 통해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인식하게 됩니다. 쿠키에는 사용자 환경설

정 및 기타 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쿠키를 거부하거나 쿠키를 전송할 때 사용자에게 알

리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키가 없으면 일부 웹사이트 기능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oogle 파트너의 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때 Google이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Google이 쿠키를 비롯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픽셀 태그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cookies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


픽셀 태그란 웹사이트 조회나 이메일 확인 등의 특정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본문에 삽

입되는 기술의 일종입니다. 픽셀 태그는 쿠키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Google 계정

사용자는 Google 계정에 가입하고 몇 가지 개인정보(일반적으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일

부 Google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 정보는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

를 인증하고, 다른 사용자의 무단 액세스로부터 계정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Google 계정 설정

을 통해 언제든지 계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라고 하는 고유한 숫자가 할당됩니다. 이러한 숫자

는 일반적으로 지역 단위로 할당되므로 특정한 기기가 어느 위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지 식별하기 위해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컨텍스트

개선 작업

예를 들어 Google은 쿠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완료하

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기능을 다시 설계하고 제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최적화 광고

광고주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최적화 광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주의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했다면 광고주는 그 방문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결제 정보

예를 들어 Google 계정에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면 Play 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에서 구입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에서는 결제 처리를 위해 비즈니스 세금 ID와 같

https://myaccount.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whyad&hl=ko


은 다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생일을 토대로 계산한 나이가 Google 계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나이보다 적은

경우 나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스

예를 들어 Google은 온라인 또는 기타 공개 소스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Google 언어 모

델을 학습시키고 Google 번역과 같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웹사이트에 사용자의 비즈니스 정보

가 표시되는 경우 색인을 생성하여 Google 서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리서치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광고주는 포인트 카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광고 캠페인의 실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광고주에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집계 보고서만 제공합니다.

기기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기 정보를 이용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Google Play에서 구입한 영화를 볼 때 어떤 기기

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보호합니다.

기기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

Android에서 Google의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Google 지도처럼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앱의 성능이 향상됩

니다. Google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기기에서 기기 위치, 센서(예: 가속도계), 가까운 기지국 및 Wi-Fi 액세

스 포인트(예: MAC 주소와 신호 세기)와 관련한 정보를 Google로 보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 위

치를 파악합니다. 사용자는 기기 설정을 통해 Google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기의 센서 데이터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센서가 기기에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속도 정보를 파악하는 가속도계와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자이로스코프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agereq&hl=ko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androidloc&hl=ko


다른 사이트와 앱에서의 사용자 활동

이러한 활동은 계정과 Chrome 동기화와 같은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Google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이트 및 앱을 방문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웹사이트 및 앱이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애드센스 같은 광고 서비스나 Google 애널리틱

스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하거나 YouTube 동영상과 같은 다른 콘텐츠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

스는 활동 관련 정보를 Google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계정 설정과 사용하는 제품(예: 파트너가 Google 광고 서

비스와 연계하여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에 따라 활동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트너의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할 때 Google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중

예를 들어 Google은 Google의 콘텐츠 삭제 정책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삭제

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여 요청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하며, 이러한 관행

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악용 및 사기를 방지합니다.

맞춤 검색결과

예를 들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고 웹 및 앱 활동 제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전 검색과 다른 Google

서비스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아웃했을 때에도 맞춤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검색 맞춤설정을 원하

지 않으면 비공개 검색 및 시크릿 브라우징을 하거나 로그아웃 검색 맞춤설정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카테고리

Google은 사용자에게 개인 최적화 광고를 표시할 때 사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 주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조리법' 또는 '항공 여행'과 같은 주제의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건강과 같은 민감한 카테고리를 주제로 이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최적화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청합니

다.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

https://myaccount.google.com/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110420?visit_id=637939486089565735-343938859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p=privpol_searchactivity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p=privpol_incognito
https://www.google.com/history/optout?utm_source=pp
https://support.google.com/adwordspolicy?p=privpol_p13nad


다른 IT 통신 기업과 마찬가지로 Google도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법원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법적 요청에 대응할 때 사용자가 Google에 저장한 데이터의 보안

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oogle 법무팀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요청을 일일이 검토하며,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 같거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반려하기도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장 및 개선

예를 들어 Google은 광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광고에 반응하는 방식을 분석합니다.

사용자

예를 들어 Google은 악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콘텐츠 검토 관행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서비스

내 콘텐츠 삭제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Lumen과 공유합니다. Lumen은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

하도록 이러한 요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를 증진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광고

예를 들어 YouTube에서 제빵에 관한 동영상을 본다면 웹을 탐색할 때 제빵과 관련된 광고가 더 많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후 사용자가 '피자'를 검

색할 때 근처의 피자 배달 서비스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Google 광고 및 특정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서비스 정상 운영

예를 들어 Google은 문제를 찾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면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수집된 활동 정보를 검토하여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Google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user-data/overview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12158374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whyad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whyad


사용자 기기에 할당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YouTube 동영상을 로드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요

청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사용자 기기의 쿠키에 저장된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Google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맞는

지 인증합니다.

사용자가 Google 포토에 업로드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앨범, 애니메이션, 기타

창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수신한 항공편 확인 이메일이 Gmail에 표시되는 '체크인' 버튼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로부터 서비스 또는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자는 배송지 주소나 배달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사용자의 주문을 처리, 이행 및 배송하고 사용자가 구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결합

Google이 수집하는 정보를 결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고 Google에서 검색할 때 공개 웹의 검색결과뿐 아니라 다른 Google 제품(예:

Gmail, Google 캘린더)의 콘텐츠에 있는 관련 정보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편, 식당, 호텔

예약 상황이나 사용자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mail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용자를 Google 문서나 Google 캘린더의 일정에 추가하려 할 경우 이

름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Google에서 이메일 주소를 자동 완성하여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아는 사람들과 더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 앱은 사용자가 다른 Google 제품에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정에 따라 맞춤 콘텐츠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및 앱 활동에 검색결과가 저장된 경우 Google 앱은 사용자 활동을 기반으

로 스포츠 경기 점수와 같은 관심사에 대한 뉴스 기사와 기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

기

Google 계정을 Google Home에 연결하면 Google 어시스턴트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고 작업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Google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거나 당일 일정을 확인하거나 항공편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운전 경로와 같은 정보를 휴대전화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악용사례 감지

https://support.google.com/photos?p=privpol_manage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p=privpol_privresults&hl=ko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autocontacts&hl=ko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p=privpol_feed&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home?p=privpol_actions&hl=ko


Google은 Google 시스템에서 Google 정책에 위반되는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기타 형태의 악용사례를

감지하면 계정을 차단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반사례를 관계 당국에 신

고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사례로부터 보호

예를 들어 Google은 보안 위협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관

련 내용을 알릴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사용자가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

Google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IP 주소와 쿠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동화된 악용사례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Gmail 사용자에

게 스팸을 보내거나, 광고를 허위로 클릭하여 광고주의 돈을 훔치거나, DDoS(분산된 서비스 거부) 공격

을 실행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악용사례가 있습니다.

Gmail의 '마지막 계정 활동기록'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자 몰래 이메일에 액세스했는지 여부와

액세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Gmail 관련 최근 활동 세부정보(예: 메일에

액세스한 IP 주소, 관련 위치, 날짜와 시간)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작성하는 중 받는사람, 참조, 숨은참조 입력란에 주소를 일부 입력하면 Gmail에서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소를 추천합니다.

올바른 기능 작동을 위해 쿠키를 사용

예를 들어 Google은 브라우저 한 개에서 여러 Google 문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lbcs’라는 쿠키를 사용

합니다. 이 쿠키를 차단하면 Google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외부 파트너/타사

https://support.google.com/mail?p=privpol_signinactivity&hl=ko
https://contacts.google.com/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cookies#types-of-cookies


예를 들어 Google은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여 권리 보유자에게 Google 서비스에서 권리 보유자의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 통계를 보고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특정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 Google은

그 사용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제공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성 및 오디오 정보

예를 들어 Google 검색, 어시스턴트, 지도와 상호작용할 때 오디오 녹음을 Google 계정에 저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Hey Google' 등의 오디오 활성화 명령을 감지하면 Google에서 사용자의 음성과 오디

오를 녹음하며, 이때 녹음에는 활성화 이전 몇 초가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 세계 서버

예를 들어 Google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Googl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

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

관련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Voice - 전화 걸고 받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음성사서함 관리

Google Meet - 영상 통화 걸고 받기

Gmail - 이메일 보내고 받기

Google Chat - 메시지 보내고 받기

Google Duo - 영상 통화 걸고 받기, 메시지 보내고 받기

Google Fi, 전화 요금제 제공

전화번호

계정에 전화번호를 추가하면 설정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Google 서비스에서 전화번호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계정 액세스를 도와주고 다른 사용자가 나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관련성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6030020#zippy=%2Chow-audio-recordings-are-saved
https://www.google.com/about/datacenters/inside/locations


높은 광고를 표시하는 데 전화번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 연결

Google 애널리틱스는 당사자의 쿠키에 의존합니다. 즉, Google 애널리틱스 고객이 쿠키를 설정합니다.

Google과 Google 애널리틱스 고객은 Google 시스템을 사용하여 Google 애널리틱스로 생성된 데이터를 다

른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과 관련된 타사 쿠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는 더 관련성 높은 광고

를 만들거나 트래픽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Google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

히 알아보기

콘텐츠와 광고 조회 및 상호작용

예를 들어 Google은 광고 조회 및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했는지, 시청자가

광고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계한 보고서를 광고주에게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광고 위로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사용자가 광고가 표시되는 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등의 상호작용도 측정합

니다.

트렌드 표시

많은 사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이용하면 검색 당시의 트렌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oogle

트렌드는 Google 웹 검색을 샘플링하여 특정 기간의 검색 인기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집계된 형태로 공개합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특정 파트너

예를 들어 Google은 YouTube 제작자와 광고주가 리서치 회사와 함께 쿠키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YouTube 동영상이나 광고의 고객을 파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상품 목록을 둘러보는 사용

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쿠키를 활용하는 Google 쇼핑 페이지의 판매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와 사

용자 정보 이용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정 Google 서비스

예를 들어 Blogger에서 사용자 블로그를 또는 Google 사이트 도구에서 사용자가 소유한 Google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게임, Play 스토어의 다른 콘텐츠에 남긴 리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phone&hl=ko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p=privpol_data&hl=ko
https://support.google.com/trends?p=privpol_about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google-partners
https://support.google.com/blogger?p=privpol_blog
https://support.google.com/sites?p=privpol_delete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p=privpol_review


Google 계정과 동기화

Google 계정과 Chrome 동기화를 설정한 경우에만 Chrome 브라우징 기록이 사용자 계정에 저장됩니다. 자

세히 알아보기

Google 앱이 설치된 Android 기기

Google 앱이 설치된 Android 기기는 Google이나 파트너가 판매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전화, 카메라, 차량, 웨

어러블 기기,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기는 Google Play 서비스와 그 밖에 Gmail, 지도, 휴대전화 카메

라와 휴대전화 다이얼러, TTS(텍스트 음성 변환), 키보드 입력, 보안 기능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사전 설치된

앱을 사용합니다. Google Play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

2백만 개가 넘는 타사 웹사이트와 앱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세

히 알아보기

https://support.google.com/chrome?p=privpol_chrsync
https://support.google.com/android/answer/10546414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p=privpol_controlads&hl=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