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이전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성명 (이름 / 중간이름 / 성, 국문 및 영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주소
(영수증/운송장),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생년월일
-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 지불정보.
- 웹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OS) 유형, 사용된 키워드, 접속로그, IP 주소, 쿠키.
- 방문일자, 서비스 이용 로그
 이전 받는 국가, 전송 날짜, 시간 및 방법
- 스페인
- 고객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http://www.zara.com/kr)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
루어진 후,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자적 또는 서면 수단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전 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
- Industria de Diseño Textil, S.A. (Inditex, S.A.) – 정보보호 담당부서 (Función LOPD), +34
981185400, funcionlopd@inditex.com
- ITX Korea 유한회사 – Finance & Administration (재경부), +822-3413-9822, seanba@kr.inditex.com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업 정책 충족 및 준법감시 지원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 또는 가입철회로부터 최대 5년보유
 이전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성명 (이름 / 중간이름 / 성, 국문 및 영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주소
(영수증/운송장),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생년월일
-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 지불정보.
- 웹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OS) 유형, 사용된 키워드, 접속로그, IP 주소, 쿠키.
- 방문일자, 서비스 이용 로그
 이전 받는 국가, 전송 날짜, 시간 및 방법
- 아일랜드
- 고객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http://www.zara.com/kr)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
루어진 후,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자적 또는 서면 수단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전 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
- ITX Fashion Limited – 정보보호 담당부서 (Función LOPD), +34 981185400,
funcionlopd@inditex.com
- ITX Korea 유한회사 – Finance & Administration (재경부), +822-3413-9822, seanba@kr.inditex.com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술 개발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원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 또는 가입철회로부터 최대 5년보유
 이전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성명 (이름 / 중간이름 / 성, 국문 및 영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주소
(영수증/운송장)
-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 지불정보.
- 웹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OS) 유형, 사용된 키워드, 접속로그, IP 주소, 쿠키.
 방문일자, 서비스 이용 로그이전 받는 국가, 전송 날짜, 시간 및 방법
- 영국 및 미국
- 고객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http://www.zara.com/kr)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
루어진 후,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자적 또는 서면 수단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전 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
- Cybersource
Limited정보보호
담당부서
(Función
LOPD),
+34
981185400,
funcionlopd@inditex.com

- ITX Korea 유한회사 – Finance & Administration (재경부), +822-3413-9822, seanba@kr.inditex.com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사기성 거래 예방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 또는 가입철회로부터 최대 5년보유
 이전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성명 (이름 / 중간이름 / 성, 국문 및 영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주소
(영수증/운송장)
- 구입상품의 지불정보.
 이전 받는 국가, 전송 날짜, 시간 및 방법
- 중국
- 고객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http://www.zara.com/kr)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
루어진 후,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자적 또는 서면 수단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전 받는 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연락처
- Vision-X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 정보보호 담당부서 (Función LOPD), +34 981185400,
funcionlopd@inditex.com
- ITX Korea 유한회사 – Finance & Administration (재경부), +822-3413-9822, seanba@kr.inditex.com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전화상담 등 부수적 서비스와 고객 지원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 또는 가입철회로부터 최대 5년보유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거부권 및 초래될 수 있는 결과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거나 귀하의 주문 또는 요청에 대하여 회
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