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로 전송되는 특정 정보 

- 성명 (성 / 중간이름 / 이름, 한글 및 영문), 이메일 주소, 전화 (휴대전화) 번호, 우편 주소 

(청구/배송),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년월일 

- 웹브라우저 종류 및 OS 정보, 사용된 키워드, 접근 기록, IP주소, 쿠키. 

- 방문 날짜, 서비스 이용 기록  

  대상 국가, 전송 일시 및 방법 

- 스페인 

- 고객이 당사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http://www.oysho.com/kr)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수집 후 해당 정보는 필요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 혹은 기타 

전자, 문서 기반의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dustria de Diseño Textil, S.A. (Inditex, S.A.)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부서, +34 
981185400, dataprotection@oysho.com.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및 해당 보유/이용 기간 

- 기업의 정책 이행 및 준수에 대한 지원  

-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즉, 고객이 서비스 이용/멤버쉽 철회 이후 

최대 5년까지.  

 국외로 전송되는 특정 정보 

- 성명 (성 / 중간이름 / 이름, 한글 및 영문), 이메일 주소, 전화 (휴대전화) 번호, 우편 주소 

(청구/배송),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년월일 

- 웹브라우저 종류 및 OS 정보, 사용된 키워드, 접근 기록, IP주소, 쿠키. 

- 방문 날짜, 서비스 이용 기록  

  대상 국가, 전송 일시 및 방법 

- 아일랜드 

- 고객이 당사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http://www.oysho.com/kr)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수집 후 해당 정보는 필요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 혹은 기타 

전자, 문서 기반의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TX Fashion Limited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부서, +34 981185400, 
dataprotection@oysho.com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및 해당 보유/이용 기간 

- 기술 개발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지원 

-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즉, 고객이 서비스 이용/멤버쉽 철회 이후 

최대 5년까지. 

-  

 국외로 전송되는 특정 정보 

- 성명 (성 / 중간이름 / 이름, 한글 및 영문), 이메일 주소, 전화 (휴대전화) 번호, 우편 주소 

(청구/배송)  

- 구매 시 결제 방법 

 대상 국가, 전송 일시 및 방법 

- 중국 

- 고객이 당사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http://www.oysho.com/kr) 혹은 유선상으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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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센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수집 후 해당 정보는 필요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 혹은 기타 전자, 문서 기반의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hanghai Transcosmos Interactive Service Co., Ltd.–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부서, 
+34 981185400, dataprotection@oysho.com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및 해당 보유/이용 기간 

- 유선 보완 서비스 및 고객 지원 

-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즉, 고객이 서비스 이용/멤버쉽 철회 이후 

최대 5년까지. 

 거절할 권리 및 그 결과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절하시게 될 경우, 해당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며, 귀하의 주문 및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대응해 드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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