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오케이 유한회사의 Professional Product Division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본인의 식별 및 확인, 회원가입에 따른 서비스
제공, 회원 대상 공지사항 안내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 처리, 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위하여 귀하여 성명, 성별,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적, 필수 항목, 선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

필수항목

Access 웹사이트/App 회원 가입
및 SNS 로그인 관리
Access 웹 사이트의 뉴스레터 및
광고성 정보 구독

Access 웹 사이트/APP/SNS 를
통한 구매와 주문 관리

성명, 성별,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사진,
생년월일 또는 나이대, ID, 사용자명, 비밀번호,
브랜드 선호도, 주문내용

이메일 주소, 성명, 브랜드 선호도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배달과 영수증 발급),
전화번호, 인상착의 또는 선호도, 구입 제품과
결제 정보, 구매 내역

Access 웹페이지/앱 및 제삼자 홈페이지/앱 이
용시 쿠키나 유사 기술에 의해 수집된 정보
(“쿠키”*)

Access 웹 사이트/APP 운영 시,
보안성 유지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개선, 이용에 대한 통계
관리,

온라인 광고 제공,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홈페이지/앱 사용과 관련된 정보:



출신지;



로그인 정보;



접속한 화면;



실행한 동영상’;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건드려진 광고;



검색한 제품;



현재 위치;



방문한 기간



장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제품들.

제공, SNS 상에서의
콘텐츠 공유를 허용

기술적 정보: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단말기 정보.

각 방문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와 식별자
만료일

선택항목
SNS

프로필

(SNS

로그인

로그인 정보 공유 시)
SNS 프로필 (SNS 로그인 또는
로그인 정보 공유 시)

SNS 프로필 (SNS 로그인 또는
로그인 정보 공유 시)

또는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브랜드 선호도

SNS 프로필 (SNS 로그인 또는
로그인 정보 공유 시), 고객이
공유한 기타 개인정보 (예, “나의
회원정보” 페이지 상에서, 회사에

이벤트, 마케팅 홍보

연락한 경우, 타 홈페이지/앱에서
제공되는 채팅창에서 한 질문, 또는
사진, 리뷰 등 고객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경연 또는, 게임,
설문에 참여한 경우)
SNS 프로필 (SNS 로그인 또는
로그인 정보 공유 시), 고객이
공유한 기타 개인정보 (예, “나의

Access 웹사이트 및 SNS 상에
게시한

이용자의 콘텐츠

재사용 및 게시, 콘텐츠

성명 또는 별명, 이메일 주소, 사진,
브랜드 선호도

회원정보” 페이지 상에서, 회사에
연락한 경우, 타 홈페이지/앱에서
제공되는 채팅창에서 한 질문, 또는

홍보

사진, 리뷰 등 고객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경연 또는, 게임,
설문에 참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제공,
고객별 미용법 분석,
제품 추천 및 미용법 제공,

성명, 이메일 주소, 현 위치, 생년월일, 브랜드
선호도, 사진, 피부톤, 피부/헤어 타입 등의
미용 정보, 지리적 위치정보

연구 및 통계 목적

이용자 지원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위시 리스트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그된 정보를 보내기 위해)

민원 사무처리

로그인 ID,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