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tterstock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 

Shutterstock, Inc.(이하 “Shutterstock”)는 Shutterstock 라이선스 계약, Shutterstock 기고자 서비스 

약관, 귀하와 Shutterstock이 체결하여 유효한 마스터 서비스 계약, 그 밖에 Shutterstock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약관이 명시된 계약(이하 “계약”)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특정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Shutterstock 그룹사 및 타사 포함, 아래에 상술), 협력업체 및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에 대하여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란 Shutterstock에서 이용하는 타사 데이터 프로세서로서(Shutterstock 그룹 

계열사 포함), 개인 데이터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또는 기고자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체입니다. 

Shutterstock은 Shutterstock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안된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의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Shutterstock이 이용하는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는 고객 정보 및 개인 데이터의 사용에 적용되는 특정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컨트롤러의 문서상 지침(Shutterstock에서 해당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에게 서면으로 

통보)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 

•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 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계약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지며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만 개입 

•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교육 시행 

• 고객 정보 및 개인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기밀 유지를 실현하는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수단 

구현 및 유지 

•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해당 연도의 인증서를 제공하거나 Shutterstock이 

준수 실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보안 사고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Shutterstock에 

신속하게 통보 

• Shutterstock이 데이터 컨트롤러, 데이터 주체, 데이터 보호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협조 제공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Shutterstock 그룹이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에 개입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본 

정책의 발표일 기준 Shutterstock이 이용하고 있는 (또는 Shutterstock이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타사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 목록을 안내하기 위한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본 고지나 Shutterstock이 이러한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privacy@shutterstock.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사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조 데이터 프로세서 소재 

ActionIQ Inc. 고객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미국 

Adyen B.V. 신용카드 처리 및 결제 서비스 네덜란드 

Akamai Technologies, Inc. 캐싱 및 Shutterstock 서비스 자산 제공 미국 

Apigee Corporation API 제공 서비스 미국 

https://www.shutterstock.com/license/
https://submit.shutterstock.com/legal/terms
https://submit.shutterstock.com/legal/terms
mailto:privacy@shutterstock.com


Chase Paymentech Europe 
Limited 신용카드 처리 아일랜드 

Cirrus Insight 이메일용 영업 생산성 도구 미국 

Cyxtera Technologies, Inc. 데이터 센터 설비  미국 

Datastax, Inc.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 미국 

DiscoverOrg 연락처 확보 미국 

Dun & Bradstreet, Inc. 

기업 고객에 관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정보 

제공자 미국 

Google, Inc. 

Google은 이메일 및 비즈니스 도구,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미국 

Guyana Call Center, Inc. 고객 서비스 및 지원 가이아나 

Internap Network Services 
Corp. 데이터 센터 설비  미국 

LinkedIn 

Sales Navigator 연락처 확보 및 인텔리전스 

서비스 미국 

Mixpanel, Inc. Shutterstock 모바일 앱 분석 미국 

New Voice Media US, Inc. 전화, 음성 사서함 미국 

Oracle America Inc. 이메일 배포 및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미국 

Paymentech LLC 신용카드 처리 미국 

Peaberry Software Inc.  

Bigstock 및 Offset에 사용되는 Customer.io 

이메일 서비스 미국 

Reltio, Inc. 마스터 데이터 관리 미국 

Salesforce.com, Inc. CRM(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미국 

SalesLoft 영업 활동 미국 

Sift Science Inc. 사기 방지 서비스 미국 

SnapEngage, LLC 

Bigstock용 채팅 서비스 및 고객 지원 

설문조사 미국 

SnapLogic, Inc. 데이터 통합 미국 

Stripe, Inc. Offset.com의 신용카드 처리 미국 

Sumo Logic, Inc.  로깅 및 분석 미국 

Urban Airship Shutterstock 모바일 앱 분석 미국 



V2 Solutions, Inc. 기고자 지원 및 이미지 검토 미국 

Widgix, LLC SurveyGizmo 설문조사 소프트웨어 미국 

Workday, Inc.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미국 

 

Shutterstock 그룹 계열사 

Shutterstock 그룹 계열사는 서로 마케팅, 고객 서비스, 개발 또는 라이선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hutterstock 그룹 계열사의 최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tterstock 그룹 계열사 위치 

Shutterstock, Inc. 미국 

Rex Features Ltd 영국 

Shutterstock (France) SAS 프랑스 

Shutterstock (UK) LTD 영국 

Shutterstock Australia Pty Ltd 호주 

SHUTTERSTOCK BRAZIL SERVICOS DE IMAGEM LTDA. 브라질 

Shutterstock Custom Platform ULC 캐나다 

Shutterstock GmbH 독일 

Shutterstock Images Canada, ULC 캐나다 

Shutterstock International Services EMEA Ltd (SISE) 영국 

Shutterstock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Shutterstock Italy SRL 이탈리아 

Shutterstock Music Canada, ULC 캐나다 

Shutterstock Netherlands BV 네덜란드 

Shutterstock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Shutterstock South Korea Ltd. 대한민국 

 

Shutterstock 고객이 데이터 프로세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privacy@shutterstock.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한국어 번역본은 영어 원본 문서의 참조용 번역본입니다. 한국어 번역본과 영어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어 원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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