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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헝가리문화원 홈페이지 가입, 뉴스레터 신청에 관하여 

  

  

1 조.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헝가리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 

본부:   Budapest 

주소:   1125 Budapest, Bem rakpart 47.  

TEL:   +36 1 458 – 1392 

E-MAIL:    hatkult@mfa.gov.hu 

 

2 조. 정보보호 부문 최고책임자  

  

헝가리 외교통상부(외교부) 소속 정보보호 부문 최고책임자: dr. Molnár- Friedrich Szilvia 

연락처: E-MAIL: SzMolnar-Friedrich@mfa.gov.hu, TEL: +36-1-458-1597 

 

3 조.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해당되는 개인정보 법적 근거  

개인정보처리는 

통계적인 목적으로 본 

홈페이지의 사용자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헝가리 외교부 소속 

주한헝가리문화원에서 

운영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홈페이지 방문 시 이용 시간의 

시작과 끝, 브라우저, 운영 

시스템 및 사용자의 IP 주소가 

자동 등록됩니다. 홈페이지는 

사용자의 전자기기에 쿠키를 

보냅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통계 데이터화 

됩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팝업창에서 ’동의함’을 

선택하여 홈페이지에서의 쿠키 

사용 및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을 

선택하는 것은 GDPR 제 6 조 

제 1 항 a)에 따른 자발적인 

동의로 여겨집니다. 사용자가 

쿠키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GDPR 제 6 조 제 1 항 

a)에 따라 홈페이지의 작동에 

필수적인 기능 및 쿠키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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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입니다. 

주한헝가리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DPR 

제 6 조 제 1 항 a)에 기반을 

두며 법적 근거는 이용자의 

동의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culture.hu 

 

4 조. 개인정보 출처, 가입자가 공유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외교부는 가입자가 공유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조. 개인정보 처리방법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NISZ Nemzeti Infokommunkációs Zrt.’의 서버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뉴스레터는 외교부의 계약 당사자인 ’Lounge Design Kft.’와 하도급 

업체인 ’Trendency Kft.’에서 운영됩니다. 

 

6 조. 개인정보 처리기간 

외교부는 가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언제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3 년에 한번씩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을 재고합니다. 

  

7 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  

  

7.1. 기한  

  

외교부는 가입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1 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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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수령 된 요청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처리 기한을 2 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기한의 연장과 그 이유에 대해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7.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  

  

7.2.1. 정보에 접속할 권리 

  

가입자는 외교부의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 여부에 대해 1 조 에서 표기된 연락처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처리 중일 경우, 가입자는:   

- 외교부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적 기반에 대해서;  

-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대해서;  

- 개인정보처리 기한에 대해서; 

• 외교부는 해당 법률, 해당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제공자 및 제 3 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  

•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외교부의 출처에 대해서;  

• 외교부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작용(프로필만들기도 포함)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최초 요청일 경우, 외교부는 처리된 개인정보의 복사본을 무료로 제공하나, 

이후 요청에 대한 복사본의 경우 합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2. 개인정보를 정정할 권리 

  

가입자는 1 조에 표기된 연락처를 통해 외교부에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정정이 필요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외교부는 

1 개월 내내 정보를 정정하여 가입자에게 이에 대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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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할 권리  

  

가입자는 1 조에서 표기된 연락처를 통해 외교부에 개인정보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외교부는 정보가 제한되었음을 표시하고, 제한된 정보가 따로 처리됨을 

보장함). 

 

7.2.4. 개인정보 삭제 권리 

  

외교부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7.2.6. 개인정보 이동권  

  

가입자는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공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해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외교부의 개인정보 자동처리로 인해 방해 받지 않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외교부가 아닌 다른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조. 법적제재 

  

가입자는 외교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 2 조에 명시된 외교부의 정보보호 부문 최고책임자, 또는 

- 법원 (주소: Fővárosi Törvényszék, 1055 Budapest, Markó utca 27.)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 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Nemzeti Adatvédelmi és 

Információszabadság Hatóság, 1055 Budapest, Falk Miksa utca 9-11.,1363 Budapest, Pf.: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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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 쿠키 안내 

 

쿠키 사용은 보다 빠르고 원활한 홈페이지의 사용과 서버 용량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쿠키는 사용자가 접속한 웹서버에서 사용자 전자기기의 브라우저로 보내지는 파일이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쿠키에는 보통 홈페이지 이름, 쿠키의 값(무작위로 생산되는 숫자), 

그리고 쿠키가 온라인 통신기기에 보존되는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쿠키는 

사용자 기기의 저장장치에 파일로 보관됩니다. 파일의 내용은 언제든지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전송하는 웹 서버를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제 3 자 쿠키 

 

 

제 3 자 쿠키 처리는 GDPR 제 6 조 제 1 항 a)에 근거하며 법적 근거는 이용자의 동의입니다. 

사용자는 제 3 자 쿠키에 대해 접속, 수정, 삭제, 정보처리 제한, 데이터 이동, 동의 취소의 

권리를 가집니다.  

쿠키 

이름 

도메인 종류 처리된 정보 기타 안내 쿠키 보관 기간 

_ga culture.hu 제 3 자 쿠키 Google 

Analytics 

소속 

쿠키/구글에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음 

Google Analytics 의 쿠키 

정책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developers.goo 

gle.com/analytics/devguide

s/c 

ollection/analyticsjs/cookie

usage 

동의 취소 

시까지 보관됨 
_gid culture.hu 

_utmc culture.hu 

_utmz culture.hu 

_utma culture.hu 

VISITOR

_I 

NFO1_LI

V E 

youtube.com 유튜브가 

사용하는 

대역폭 

모니터링용

쿠키 

https://cookiedatabase.org/

cookie/youtube/visitor_inf

o1_live/ 

YSC youtube.com 사용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유튜브가 

사용하는 

고유의 ID 

https://cookiedatabase.org/

cookie/youtube/y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