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쿠키 

쿠키 이름 자사/  

타사 

DE설명 E만료 기간 

_vapi 자사 사용을 인증하고 다른 API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세션 

식별자가 포함된 쿠키 

0일 

AWSALB 자사 
 

AWS E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6일 

_vapi 자사 사용을 인증하고 다른 API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세션 

식별자가 포함된 쿠키 

0일 

utag_main 자사 이 쿠키 이름은 Tealium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으며, 타사 태그 전반에 

대한 동의 기본 설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쿠키에는 방문자 세션을 

추적하는 몇 가지 기본 제공 

값이 있습니다. 

364일 

_vapi 자사 사용을 인증하고 다른 API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세션 

식별자가 포함된 쿠키 

0일 

_vapi 자사 사용을 인증하고 다른 API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세션 

식별자가 포함된 쿠키 

0일 

AWSALBCORS 자사 이 쿠키는 AWS에서 

관리하며 로드 밸런싱에 

사용됩니다. 

6일 

_vapi 자사 사용을 인증하고 다른 API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세션 

식별자가 포함된 쿠키 

0일 

test 자사 이 쿠키는 Adobe Analytics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0일 

showSaleMenu 자사   13일 



sessionReload 자사   0일 
logMCID 자사   0일 
ACCOUNT 자사   0일 
_gd############# 자사 이 쿠키에는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인 Impact 

Radius를 통해 진단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제휴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 

쿠키로 분류했습니다. 

0일 

wishlist 자사 이 쿠키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록에 추가한 제품의 

암호화된 목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0일 

hero-session-######### 자사 이 쿠키는 Hero 채팅을 위한 

것입니다 

364일 

hero-user-id 자사   29일 
RT 자사 라운드트립(RT) 부메랑 

이 쿠키는 Akamai에서 

페이지 로드 시간 및/또는 

페이지와 연결된 기타 

타이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6일 

cto_bundle 자사   395일 
_clsk 자사   0일 
x-d-token 자사   0일 
AKA_CT2 자사   29일 
reese84 자사   0일 
cortexSession 자사   6일 
s_xxxx 자사   0일 
_clck 자사   364일 
sessionReload 자사 BE - 결과적으로 세션을 다시 

로드하여 국가 액세스 

수정을 

0일 



확인합니다(클라이언트에서 

사용) 
cortexSession 자사 BE – 사용자 (게스트 또는 

등록된 사용자) 의 세션을 

코텍스에 저장합니다  

6일 

login-success 자사 BE -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 

확인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0일 

REMEMBERME 자사 BE - ‘기억하세요 

(remember me)’ 기능 

관리에 사용  

0일  

login-token 자사 BE - 로그인한 사용자를 위한 

AEM 세션 쿠키  

0일 

_gclxxxx 자사 구글 전환 추적 쿠키 89일 
_gid 자사 이 쿠키 이름은 Google 

Universal Analytics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쿠키로 보이며, 

2017년 봄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방문한 각 페이지에 대한 

고유한 값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_gid 

0일 

_ga 자사 이 쿠키 이름은 Google 

Universal Analytics와 

연결되어 있으며, Google의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이 쿠키는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를 

클라이언트 식별자로 

지정하여 고유한 사용자를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이트의 각 페이지 요청에 

포함되며, 사이트 분석 

보고서에서 방문자, 세션 및 

캠페인 데이터를 계산하는 

729일 



데 사용됩니다. 웹사이트 

소유자가 따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 후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_ga 
_cs_nnnnnnnnnnnnn 자사 이것은 세션 쿠키입니다. 

임의의 13자리 숫자가 

접두사 _cs_에 추가되는 

패턴 유형 쿠키입니다. 

0일 

_gat_xxxxxxxxxxxxxxxxxxxxxxxxxx 자사 구글 애널리틱스 쿠키 0일 
AMCVS_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고유한 

방문자 식별자를 저장하고, 

조직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0일 

AMCV_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고유한 

방문자 식별자를 저장하고 

조직 식별자를 사용하여 

회사가 도메인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29일 

_cs_nnnnnnnnnnnnn 자사 이것은 세션 쿠키입니다. 

임의의 13자리 숫자가 

접두사 _cs_에 추가되는 

패턴 유형 쿠키입니다. 

0일 

oc_sc_dslv_s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0일 

OC_SC_LNK_ZG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0일 

oc_sc_dslv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1094일 



oc_gpv_pn 자사 이는 Adobe Marketing 

Cloud와 연결된 패턴 유형 

쿠키 이름입니다.  

0일 

ga_pv_pn 자사   0일 
oc_sc_newrep 자사   29일 
hero-user-id 타사   29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 

(일명 방문) 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364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364일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364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0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364일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incap_ses_*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HTTP 요청을 특정 세션(일명 

방문)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여는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방문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예: 세션 쿠키) 

0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364일 

visid_incap_XXXXXX 타사 인캡슐라(Incapsula) DDoS 

방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 

364일 



방화벽: 

특정 세션을 특정 

방문자(특정 컴퓨터를 

나타내는 방문자)에 

연결하기 위한 쿠키입니다. 

이미 인캡슐라(Incapsula)를 

방문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쿠키입니다.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nlbi_XXXXXXX 타사 해당 없음 0일 
demdex 타사 이 쿠키는 Adobe Audience 

Manger가 방문자 식별, ID 

동기화, 분할, 모델링, 보고 

등과 같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79일 

everest_session_v2 타사 이 도메인은 Adobe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0일 

_cs_nnnnnnnnnnnnn 타사 이것은 세션 쿠키입니다. 

임의의 13자리 숫자가 

접두사 _cs_에 추가되는 

패턴 유형 쿠키입니다. 

364일 

_cs_nnnnnnnnnnnnn 타사 이것은 세션 쿠키입니다. 

임의의 13자리 숫자가 

접두사 _cs_에 추가되는 

패턴 유형 쿠키입니다. 

0일 

  



 

 

 

 

프로파일링 쿠키 

이름 자사/타사 설명  만료 기간 
cto_tld_test 자사 이것은 방문 및 장치 

전반에 걸쳐 방문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Criteo 쿠키입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는 

방문자에게 관련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주의 

실시간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타사 광고 

허브에서 제공됩니다. 

0일 

_schn 자사 
 

이 쿠키는 Snapchat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개별 세션을 

추적하여 여러 방문에서 

통계 데이터를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리드를 

생성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일 

_schn 자사  이 쿠키는 Snapchat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개별 세션을 

추적하여 여러 방문에서 

통계 데이터를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리드를 

0일 



생성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__lt__sid 자사 d.line-scdn.net 0일 
criteo_write_test 자사 이것은 방문 및 장치 

전반에 걸쳐 방문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Criteo 쿠키입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는 

방문자에게 관련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주의 

실시간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타사 광고 

허브에서 제공됩니다. 

0일 

_fbp 자사 Facebook에서 타사 

광고주의 실시간 입찰과 

같은 일련의 광고 

상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89일 

_schn 자사 이 쿠키는 Snapchat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개별 세션을 

추적하여 여러 방문에서 

통계 데이터를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리드를 

생성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일 

_uetsid 자사 이 쿠키는 Bing에서 

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이 있고 

보여주어야 할 광고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0일 



cto_tld_test 자사 이것은 방문 및 장치 

전반에 걸쳐 방문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Criteo 쿠키입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는 

방문자에게 관련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주의 

실시간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타사 광고 

허브에서 제공됩니다. 

0일 

aam_uuid 자사 이 쿠키는 Adobe 
Audience Manager ID - 
DMP(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고유 ID를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29일 

_scid 자사 Snapchat과 연결된 

쿠키입니다. 방문자의 

고유 ID를 설정하여 타사 

광고주가 방문자에게 

관련 광고를 보여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어링 서비스는 

광고주의 실시간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타사 

광고 허브에서 

제공됩니다. 

395일 

__lt__cid 자사 d.line-scdn.net 729일 
_uetvid 자사 이것은 Microsoft Bing 

Ads에서 사용하는 추적 

쿠키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 

389일 



사용자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uid 타사 이 도메인은 Tur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마케팅 

및 데이터 관리 플랫폼 

제공업체 

179일  

tluid 타사 이 도메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프로그래밍 

방식 네이티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TripleLift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89일 

A3 타사 이 도메인은 Yaho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검색/광고 

365일 

uuid2 타사 이 도메인은 AppNexus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온라인 광고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9일  

bscookie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730일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PUBMDCID 타사 이 도메인은 Pubmatic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퍼블리셔가 실시간 

입찰을 통해 미디어 

구매자에게 타겟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광고 교환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89일 

test_cookie 타사 이 도메인은 

Doubleclick(Google)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Doubleclick은 Google의 

실시간 입찰 광고 

거래소입니다. 

0일 

IDE 타사 이 도메인은 

Doubleclick(Google)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Doubleclick은 Google의 

실시간 입찰 광고 

거래소입니다. 

389일  

TapAd_DID 타사 이 도메인은 Tapad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여러 

장치에서 사용자를 

추적하여 타겟팅 기능을 

59일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ouid 타사 이 도메인은 AddThis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AddThis는 방문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 소유자가 

페이지 또는 기타 

콘텐츠에 삽입하는 웹 

위젯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에게 표적 

행동 광고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389일 

UserMatchHistory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29일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obuid 타사 이 도메인은 콘텐츠 

검색 플랫폼인 

Outbra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에 속하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한다. 

89일  

na_id 타사 이 도메인은 AddThis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AddThis는 방문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 소유자가 

페이지 또는 기타 

콘텐츠에 삽입하는 웹 

위젯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에게 표적 

행동 광고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389일  

everest_g_v2 타사 이 도메인은 Adobe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364일 

dpm 타사 이 도메인은 Adobe 

Audience Manager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활동은 

표적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프로파일링입니다. 

179일  



pxrc 타사 이 도메인은 표적 

마케팅 및 프로파일링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체인 

Live Ramp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59일 

CMPS 타사 이 도메인은 Casale 

Medi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89일 

tuuid_lu 타사 이 도메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EU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Improve Digital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mprove Digital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PubliGroupe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타사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89일 

yandexuid 타사 이 도메인은 Yandex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러시아 

검색 엔진 

3649일 

TapAd_TS 타사 TS 59일  
KRTBCOOKIE_xxxx 타사 이 쿠키는 ID를 Pubmatic 

파트너(예: 수요측 

플랫폼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광고 기술 회사)의 

ID와 연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Pubmatic은 

광고 구매 여부를 

29일 



고려할 때 파트너가 이 

쿠키에 저장한 정보를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할지 여부를 더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li_gc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724일  

tuuid 타사 이 도메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EU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Improve Digital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mprove Digital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89일 



PubliGroupe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타사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타사 이 도메인은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Facebook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3자 호스트 

제공업체로서,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좋아요’ 버튼과 

같은 위젯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4년에는 

대부분의 온라인 마케팅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행동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0일  

stx_user_id 타사 이 도메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Sharethroug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64일 

IDSYNC 타사 이 도메인은 Yahoo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365일 



온라인 광고입니다. 이 

도메인은 Yahoo의 웹 

분석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지만, 타사 쿠키이기 

때문에 Yahoo가 다른 

쿠키 세트와 함께 타겟 

광고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riteo 타사  이 도메인은 콘텐츠 

검색 플랫폼인 

Outbra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에 속하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한다. 

29일 

SRM_B 타사  이 도메인은 Mircosoft가 

소유하고 있으며, 검색 

엔진 Bing의 

사이트입니다. 

389일 

AnalyticsSyncHistory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29일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PugT 타사  이 도메인은 Pubmatic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퍼블리셔가 실시간 

입찰을 통해 미디어 

구매자에게 타겟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광고 교환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9일 

 
 

  

B 타사  이 도메인은 Yaho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검색/광고 

365일 

uid 타사 이 도메인은 Crite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389일 

anj 타사  이 도메인은 AppNexus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온라인 광고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9일 

data-c-ts 타사  Media.net은 글로벌 

온라인 광고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29일 

rlas3 타사  이 도메인은 표적 

마케팅 및 프로파일링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체인 

Live Ramp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64일 



CMID 타사  이 도메인은 Casale 

Medi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364일 

lang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위 

도메인은 웹사이트 

소유자가 LinkedIn 

프로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트의 

사용자 유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타겟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LinkedIn의 마케팅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0일 

lang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0일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MUID 타사  이 도메인은 Mircosoft가 

소유하고 있으며, 검색 

엔진 Bing의 

사이트입니다. 

389일  

uid 타사  이 도메인은 AddThis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AddThis는 방문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 소유자가 

페이지 또는 기타 

콘텐츠에 삽입하는 웹 

위젯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에게 표적 

행동 광고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389일 

lidc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0일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c 타사  이 도메인은 IPONWEB이 

소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를 위한 

실시간 입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364일 

data-c 타사  Media.net은 글로벌 

온라인 광고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29일 

dextp 타사 이 도메인은 Adobe - 

Audience Manager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타겟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프로파일링 

179일  

um 타사 이 도메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EU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Improve Digital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mprove Digital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PubliGroupe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타사 광고를 

89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visitor-id 타사 Media.net은 글로벌 

온라인 광고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364일 

TapAd_3WAY_SYNCS 타사 이 도메인은 Tapad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여러 

장치에서 사용자를 

추적하여 타겟팅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59일  

bcookie 타사 이 도메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LinkedI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콘텐츠 공유 버튼을 

배치하는 타사 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와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지만 

방문자가 활성 Linkedin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관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도메인 

추적/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730일 

tuuid_lu 타사 이 도메인은 IPONWEB이 

소유하고 있으며, 

364일 



온라인 광고를 위한 

실시간 입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umeh 타사 이 도메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EU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Improve Digital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mprove Digital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PubliGroupe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타사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89일  

uid 타사 이 도메인은 Crite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광고 

389일  

tuuid 타사 이 도메인은 IPONWEB이 

소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를 위한 

실시간 입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364일  

uid_legacy 타사  이 쿠키는 광고 

파트너가 당사 사이트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파트너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729일 



관련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쿠키는 

개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이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타겟 

광고가 줄어듭니다.  
pr_legacy 타사  이 쿠키는 광고 

파트너가 당사 사이트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파트너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관련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쿠키는 

개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이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타겟 

광고가 줄어듭니다.  

729일  

uid 타사   729일 
b1004 타사 

 
6일 

b1005 타사   6일  
SM 타사   0일  
MUID 타사   389일  
browser_data 타사   389일  
lidid 타사   729일  
_ldbrbid 타사   729일 
mCookie 타사   729일  



v1_151 타사   29일  
X-AB 타사 

 
0일  

criteo_write_test 타사   0일  
uuid 타사 

 
364일  

criteo 타사   29일  
A 타사   364일  
B 타사   730일  
XB 타사   730일  
sc_at 타사 Snapchat의 콘텐츠 

삽입과 연결된 

쿠키입니다. 

38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