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AIR.COM 쿠키(COOKIES) 설명서
Travix Nederland B.V. ( "Travix") 당사에서는 Budgetair.com 웹 사이트 방문 시 쿠키(cookies), 웹
비콘(web beacons),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 및 픽셀 태그(pixel tags) ("쿠키")를 귀하의 장치에
저장합니다. 추후 이들 웹 사이트 중 하나를 방문할 때 쿠키가 귀하의 기기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1.

저장하는 쿠키 종류와 그 이유

기능성 쿠키
이 쿠키는 기본 사이트 기능에 필수적이므로 당사 웹 사이트 방문 시 설정됩니다. 이 쿠키들은 방문자의
당사 웹 사이트 사용 선호도를 기억합니다. 또한 사이트 사용 유지 및 보안을 위해 당사 서버에 로딩을
분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쿠키 목록 참조.
분석성 쿠키
이 쿠키는 가장 많이 방문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 및 표시된 오류 메시지의 수를 포함하여 방문자의
Travix 웹 사이트 사용 방법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쿠키는 Travix 웹 사이트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쿠키 목록 참조.
마케팅 쿠키
이 쿠키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파트너, 광고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Travix 의 웹
사이트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제삼자들은 메시지, 제안, 소셜 미디어 및 광고와 같은 당사의 콘텐츠를
방문자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삼자들도 쿠키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의 처리에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해당 당사자 및 쿠키 목록
참조.
쿠키의 용도:


소셜 미디어와 연결하여 이를 통해 당사 웹 사이트의 컨텐츠와의 연결 및 공유.



당사 웹 사이트 내외부에서 방문자의 관심 사항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 수집.



광고 표시 횟수 제한.



웹 사이트 이용 활동을 기반으로 이메일, 소셜 미디어 및 배너 광고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통해 해당 맞춤형 컨텐츠를 방문자에게 전달.


2.

마케팅 캠페인 효과 측정.
쿠키 저장 및 접속 관리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하여 당사 또는 타사 쿠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가 쿠키 또는 타사 쿠키를 모두 설정하지 못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쿠키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웹 사이트의 특정 부분이 로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의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

3.



크롬(Chrome)



화이어폭스(Firefox)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사파리(Safari)
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정보 사용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privacy@travix.com

문의해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2018 년 5 월 17 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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