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verse Concerts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이하 “회사”)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Weverse Concerts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또는 지침의 변경, 

회사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원께서는 서비스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Weverse Concert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① 당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으로부터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수집 항목] 

공연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수집·이용 목적 : 사용자 인증 및 공연(콘서트, 쇼케이스, 팬이벤트 등) 콘텐츠 

제공  

● 수집·이용 항목 : 이메일주소, 사용자 인증 정보, 연동 상품 구매여부 

● 보유기간 : 공연(콘서트, 쇼케이스, 팬이벤트 등) 종료 후 90 일 

고객 고충 처리 

●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상담, 부정이용 확인∙방지 

● 수집·이용 항목 : 이메일주소 

● 보유기간 : 상담 접수 후 3 년 

자동 생성 정보(Cookie) 

●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상담, 부정이용 확인∙방지 

● 수집·이용 항목 :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방문일시, IP, 불량이용 기록 등), 

기기정보(고유기기식별값, OS 버전) 



● 보유기간 : 공연(콘서트, 쇼케이스, 팬이벤트 등) 종료 후 90 일 

② 회사는 회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위버스샵 서비스(이하 

“위버스샵 서비스”) 내 공연 상품 구매 시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동의 의사를 밝힌 

회원의 위버스샵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연동하여 회원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④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고지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단말기 정보 접근 권한은 필요 시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자에게 요청하며, 이는 단말기 내 “설정”을 통해 권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아동(내국인의 경우 만 14 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만 16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시킬 것입니다. 당사가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concerts.support@kiswe.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 3 자에 대한 제공) 

회사는 서비스 회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법령에서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법령에서 부여하는 요건과 제한에 따라,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삭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입력한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정 전/후의 

개인정보 가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악용 할 경우 회사는 오류를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④ 본조의 권리는 concerts.support@kiswe.com 으로 연락하심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또는 회원의 해지(탈퇴신청, 

직권탈퇴 포함) 시 해당 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될 수 없도록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관계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아래 명시한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공연(콘서트, 쇼케이스, 팬이벤트 등) 종료 후 90일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보존 근거 
보존 

기간 
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거래 주체 식별 정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등 

통신비밀보호법 3 개월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기록물, 인쇄물 등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문자열 정보입니다. 쿠키는 회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회원을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1) 쿠키의 운용 

①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 

②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 또는 머문 시간 등을 분석하여 회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겟 마케팅에 활용 

③ 관심 있게 둘러본 내용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접속 때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 

④ 고객들의 습관을 분석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 

(2) 쿠키에 대한 선택권 

회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 설정]에서 “모든쿠키허용-낮음-보통-보통 높음-높음-모든쿠키차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3)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시나 로그아웃시 만료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및 암호화된 정보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및 암호화된 정보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④ 회사는 해킹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 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직원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정책에 명시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하여 원활하게 소통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고객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회원과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130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go.kr 182 

  

제 8 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부서에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께서 서비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여성구 

이메일 concerts.support@kiswe.com 

개인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 

부서명 CS/Operation팀 

이메일 concerts.support@kiswe.com 

  

제 9 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의 이행, 회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국내외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 위탁한 업무의 재위탁 현황은 위탁 받는 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 업체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 내용 없음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외 업체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Kiswe Mobile Inc. 공연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고객 문의 대응 

회사는 위탁 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의 이행, 회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필요 시 회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국외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 Kiswe Mobile Inc. 

제공되는 국가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미국 / [concerts.support@kiswe.com] 

제공 일시 및 방법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페이지 로그인 시 네트워크를 

통한 암호화 전송 

고객문의 이메일 발송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공 목적 
공연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고객 

문의 대응 

제공 정보 이메일, 사용자 인증 정보, 연동 상품 구매여부 

보유 및 이용 기간 
공연(콘서트, 쇼케이스, 팬이벤트 등) 종료 후 90일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 

 

제 11 조 (고지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년 2 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며,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30일전에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번호: V1.0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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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rse Concerts Privacy Policy 
 

WEVERSE COMPANY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holds the 
personal data of its Weverse Concert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vice”)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mbers”) to the upmost importance. Therefore, 
the Company has a strict privacy policy. Through this privacy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vacy Policy”), we inform our Members of the purpose and manner for which 
their personal data is being used and security measures the Company implements to 
safeguard the personal data. This Privacy Policy may be amended pursuant to changes 
in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or the Company’s policy, so please check the 
Privacy Policy from time to time for possible changes when using the Service. 
Privacy Policy will take effect for Weverse Concert. 
 

Article 1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types, purpose and the retention period of the personal data collected by the 
Company from the Members when they sign up for or use the Service are as follows. 
[Collected Personal Data] 
For providing performance contents 

●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date: Verifying user identity and 
providing performance (concerts, showcases, fan events, and etc.) 
contents. 

● Types of collected and used personal data: Email address, user 
identification data, and purchase status of related products. 

● Retention period: 90 days after performances (concerts, showcases, fan 
events, and etc.) end. 

For customer service 
●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date: Service usage, customer 

service, confirmation and prevention of fraudulent usage. 
● Types of collected and used personal data: email address. 
● Retention period: 3 years after customer service. 

For auto-generated information (cookie) 
●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date: Service usage, customer 

service, confirmation and prevention of fraudulent usage. 
● Types of collected and used personal data: Cookies, service usage history 

(date of log-in, IP address, fraudulent usage, etc), device information 
(unique device identifiers and OS version). 



● Retention period: 90 days after performances (concerts, showcases, fan 
events, and etc.) end. 

# When prucahsing products affliated to performance using the Weverse Shop 
Service, provided by the Company via mobile appl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everse Shop Service”), the Company may provide the service to the members who 
agreed to the linking of their account information of the Weverse Shop service.  
$"%&'"()*+,-."/)00'/12"+'32)-,0"4,1,")5"1&'"6'*7'32",2",7)8'9"7:1";1"4)'2"-)1"
/)00'/1"2'-2;1;8'"+'32)-,0"4,1,"<'=>=9"3,/'",-4"'1&-;/;1.9";4')0)>.",-4"7'0;'529"7;31&+0,/'"
,-4"4)*;/;0'9"+)0;1;/,0"8;'?2",-4"/3;*;-,0"3'/)349"&',01&"21,1:2",-4"2'@"0;5'A"1&,1"*,."
;-53;->'":+)-"1&'"7,2;/"&:*,-"3;>&12")5"1&'"6'*7'32",-4"+,31;/:0,3";4'-1;5;/,1;)-"4,1,= 
B"%&'"()*+,-.",2C2"5)3"+'3*;22;)-"1)",//'22"1&'"21)3'4"4,1,")3"5:-/1;)-2"?;1&;-","
6'*7'3D2"*)7;0'"4'8;/'"?&'-"1&'"6'*7'32":2'"1&'"E'38;/'"1&3):>&","*)7;0'"
,++0;/,1;)-="F&'-"3'G:;3'49"1&'"()*+,-.",2C2"5)3"2:/&"+'3*;22;)-";-"1&'"5)3*")5"';1&'3"
,//'22"1&,1";2"-'/'22,3."-)"*,11'3"?&,1"1)"+3)8;4'"1&'"E'38;/'",-4",//'22"1&,1";2"-)19"
?&;/&"/,-"0,1'3"7'"/&,->'4"7."1&'"6'*7'3"1&3):>&"1&'"HE'11;->2I")+1;)-")-"1&';3"*)7;0'"
4'8;/'="
J"The Service is not intended for children (i.e., under 14 years old for Koreans and 
under 16 years old for foreigners). If the Company becomes aware that the collected 
personal data is from a child, we will delete the personal data and close the subject 
user’s account. If you believe that the Company has collected personal data from a 
child, please contact concerts.support@kiswe.com. 
  

Article 2 Use of personal data for purposes not 
consented by the Members and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The Company does not provide the Members’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ithout the consents of the Members or in pursa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exceptions will be made if there are provisions un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if the consents of the Members are obtained.z 
 

Article 3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6'*7'32"/,-"8;'?")3"3'G:'21"/&,->'2"5)3"1&';3"+'32)-,0"4,1,",-.1;*'="
#"K-",//)34,-/'"?;1&"1&'"3'213;/1;)-2",-4"3'G:;3'*'-12":-4'3"1&'"3'0'8,-1"0,?2",-4"



3'>:0,1;)-29"1&'"6'*7'32"*,."'@'3/;2'"1&';3"3;>&12"3'0,1;->"1)"1&';3"+'32)-,0"4,1,"
,>,;-21"1&'"()*+,-.="L)3"'@,*+0'9";-"M)3',9","6'*7'3"*,."3'G:'21"1&'"()*+,-."1)"
2:2+'-4";12"+3)/'22;->")5"1&';3"+'32)-,0"4,1,9"4'0'1'"1&';3"+'32)-,0"4,1,9",-4N)3"3'8)C'"
/)-2'-1"1)"1&'"()*+,-.D2"/)00'/1;)-N:2'")5"1&';3"+'32)-,0"4,1,= 
$"%&'"6'*7'32"/,-"3'G:'21"1)"3'8;2'"1&'"+'32)-,0";-5)3*,1;)-"+3)8;4'49";5"1&'3'",3'"
'33)32="O)?'8'39";5"1&'3'",3'"-)"'33)32";-"1&'"+'32)-,0";-5)3*,1;)-"7'5)3'"1&'"3'8;2;)-"
,-4"1&'"6'*7'32"*;2:2'"1&;2"+3)/'229"1&'"()*+,-."?;00"-)1;5."1&'"6'*7'32"1&'"
>3):-42"5)3"-)1"3'8;2;->"1&'"+'32)-,0";-5)3*,1;)-"?;1&):1"4'0,.= 
B"P,1,"2:7Q'/12"*,."'@'3/;2'"1&';3"3;>&12"2'1"5)31&";-"1&;2"R31;/0'"7."/)-1,/1;-> 
concerts.support@kiswe.com. 
  

Article 4 Dis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mpany safely disposes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delay, after 
achieving the purpose, or after the person unsubscribes (when the person apply for 
withdrawal,  or when the person is forcefully withdraw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and to achieve the aim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company retains the 
inform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stipulated below, and then disposes of it 
safely. 

● 90 days after performances(concerts, showcases, fan events, and etc.) end 
● The company retains certain information to adhere to the relevant law 

Legal Grounds Retention 
Period Retained Personal Information 

Law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3 years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e-
commerce subjects, records about 
customer complaints and process of 
conflicts, etc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3 months Website visit history, and etc.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form of electronic files are deleted in a way that 
cannot be restored, while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form of prints and physical 
records are disposed of by shredding or by burning up. 
  



Article 5 Operation, management, and refusal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matic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mpany uses cookies to save and occasionally search through data related to 
Members. Cookies are small text files sent from website servers to the user’s computer 
browser (e.g., Internet Explorer, Safari, Chrome, Firefox). Cookies identify the 
computers used by the Members but do not identify the individual Members themselves. 
(1) Operation of cookies 
!"S3)8;4'"4;55'3'-1;,1'4";-5)3*,1;)-"4'+'-4;->")-"1&'";-4;8;4:,0D2",3',")5";-1'3'21= 
#"T->,>'";-"1,3>'1'4"*,3C'1;->"7."4'1'3*;-;->"1&'"6'*7'32D"+3'5'3'-/'2",-4",3',2")5"
;-1'3'212"7,2'4")-",-",-,0.2;2")5"&)?")51'-"6'*7'32",-4"-)-U6'*7'32"8;2;1'4"1&'"

?'72;1'",-4N)3":2'4"1&'"E'38;/'= 
$"S3)8;4'"+'32)-,0;V'4"2'38;/'"1)"6'*7'32")-"1&';3"-'@1"8;2;1N:2'"7."13,/C;->"/)-1'-1"
1&,1"1&'"6'*7'32"2&)?'4",-";-1'3'21";-= 
B"W2'",2"/3;1'3;,";-"4'/;4;->"?&'1&'3",-4"&)?"1)";*+3)8'"1&'"E'38;/'"7.",-,0.V;->"1&'"
/:21)*'32D"&,7;12= 
(2) Members’ options regarding cookies 
By adjusting the web browser, the Members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all cookies, 
to be notified when cookies are installed, or deny all cookies; provided, however, if a 
Member refuses to install cookies, they cannot use some of the services that require the 
Member to log in. 
Below are the steps for changing the settings for installation of cookies on Internet 
Explorer: 
!"W-4'3"1&'"X%))02Y"*'-:9"2'0'/1"XK-1'3-'1"Z+1;)-2Y= 
#"(0;/C"1&'"XS3;8,/.Y"1,7= 
$"K-"1&'"XE'11;->2Y"2'/1;)-";-"1&'"XS3;8,/.Y"1,79"1&'":2'3"/,-"2'0'/1"1&'"/))C;'2"2'11;->"
7."*)8;->"1&'"20;4'3="<6)8;->"1&'"20;4'3"1)"1&'"1)+"?;00"70)/C"/))C;'2"53)*",00"?'72;1'2"
,-4"*)8;->"1&'"20;4'3"1)"1&'"7)11)*"?;00",00)?"/))C;'2"53)*",00"?'72;1'2=A 
(3) Cookies will expire once the user closes the browser or logs out of the browser. 
 

Article 6 Technical/administrative measures for 
protecting personal data 
(1) In processing personal data, the Company may take reasonable safety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al data is not lost, stolen, leaked, altered, or damaged. The Company 
may use the following technical measures for such purpose. 



!"R"6'*7'3D2"+'32)-,0"4,1,";2"+3)1'/1'4"7."+,22?)34",-4"'-/3.+1'4";-5)3*,1;)-="T8'-"
?;1&"1&'2'"2,5'1."*',2:3'29"1&'3'";2"21;00","&;>&"+)22;7;0;1."1&,1","6'*7'3D2"+,22?)34")3"
+'32)-,0"4,1,"*,."7'"0',C'4"1)")1&'32";5","6'*7'3",//'22'2"1&'"K-1'3-'1";-","+:70;/"
,3',")3"1&3):>&")1&'3"*',-2="R2"2:/&9"?&,1";2"*)21";*+)31,-1";2"1)"1&)3):>&0."+3)1'/1"
1&'"+'32)-,0"4,1,")5"1&'"6'*7'32",2"*:/&",2"+)22;70'="%&'3'5)3'9",00"6'*7'32"2&):04"
,02)"7'"/,3'5:0"-)1"1)"0',C")3"+3)8;4'"1&';3"+'32)-,0"4,1,"1)")1&'329",-4"1,C'"
3'2+)-2;7;0;1.";-"*,-,>;->"1&';3"+'32)-,0"4,1,="%&'"()*+,-.";2"-)1"3'2+)-2;70'"5)3"
+3)70'*2"1&,1"*,.",3;2'"53)*"1&'"6'*7'3D2")?-"-'>0;>'-/'")3"1&'";-&'3'-1"4,->'32")5"
:2;->"1&'";-1'3-'1= 
#"L:-4,*'-1,00.9"1&'"6'*7'32D"+'32)-,0"4,1,";2"+3)1'/1'4"7."+,22?)34",-4"'-/3.+1'4"
;-5)3*,1;)-="L;0'2",-4"13,-25'33'4"4,1,",3'"'-/3.+1'4",-4";*+)31,-1"4,1,";2"+3)1'/1'4"7."
2'+,3,1'"2'/:3;1."5',1:3'2= 
$"%&'"()*+,-.":2'2",-1;U8;3:2"2)51?,3'"1)"+3'8'-1"4,*,>'2"1&,1",3;2'"53)*"/)*+:1'3"
8;3:2'2",-4"3'>:0,30.":+4,1'2"1&'"2)51?,3'= 
B"%)"+3'8'-1"0',C,>'")3"4,*,>'")5"6'*7'32D"+'32)-,0"4,1,"53)*"&,/C;->29"/)*+:1'3"
8;3:2'29",-4")1&'3"2):3/'2")5";-13:2;)-9"1&'"()*+,-."*,;-1,;-2","[\U&):3";-13:2;)-"
4'1'/1;)-",-4";-13:2;)-"+3'8'-1;)-"2.21'*"1&,1"*)-;1)32"+)22;70'"1&3',12"53)*"):12;4'"
2):3/'2= 
(2) The Compan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data, so we limit the 
number of employees who process personal data to only those that are necessary. The 
Chief Privacy Officer (CPO) regularly educates/trains these employe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Members’ personal data. Also, the Company regularly reviews the 
relevant employee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rivacy Policy, and where a 
violation is found, the Company orders the employees to correct/improve the violation 
and take any other necessary measures. 
  

Article 7 Feedback and complaints 
  
The Company operates a customer service center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Members regarding any feedback or complaints they may hav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ir personal data. 
In Korea,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Member and the Company with respect to 
personal data-related matters, the Member may contact any one of the following 
agencies and seek consultation regarding a possible privacy violation.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http://privacy.kisa.or.kr 118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ttp://www.kopico.go.kr 1833-6972 

Cyber Criminal Investigat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http://www.spo.go.kr 1303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http://cyber.go.kr 182 

  

Article 8 Chief Privacy Officer 
  
The Company has designated a Chief Privacy Officer as below, and the Company’s 
internal department responsible for managing matter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lways puts forth its best efforts to protect your valued personal data. 
Any Member who has any questions, comments, or complaints relating to their personal 
data, please reach out to one of the contacts listed below through email or by phone. 
The Company will make every effort to respond promptly and with sincerity. 

Chief Privacy Officer 

Name Ryeo Sung Koo 

Email concerts.support@kiswe.com 

Department responsible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complaints 
Name CS / Operation Team 

Email concerts.support@kiswe.com 
  

Article 9 Outsourcing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Service to the Members, carry out the Service agreements 
entered into with the Members,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Members, the 
Company outsources the processing of the Members’ personal data to Korean and 
foreign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Outsourced Processors”) or platforms specializing 
in data processing when necessary and within the scope disclosed under this Privacy 
Policy. 
1.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consignment status 
- You can check whether the consigned personal data is reconsigned or not by viewing 
the Privacy Policy of the third-party. 



1) Korean Outsourced Processors: 
- None 
2) Internationl Outsourced Processors: 

Outsourced 
Processor Scope of Consignment 

Kiswe Mobile Inc.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providing performance 
contents, customer support 

When entering into an outsourcing agreement with an Outsourced Processor, the 
Company makes sure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agreement: 
prohibition o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utside the initial scope of 
processing tasks that were outsourced, technical and managerial safeguards, 
restrictions on subcontracting by the Outsourced Processor, matter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of the Outsourced Processor, and liability for damages that may arise out of 
a violation of the Outsourced Processor’s obligations. The Company also supervises the 
Outsourced Processor to ensure that it securely processes the personal data. 
 
If there are any changes to the tasks to be outsourced or the list of Outsourced 
Processors, they will be reflected in this Privacy Policy without delay. 
  

Article 10 International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Service to the Members, carry out the Service agreements 
entered into with the Members,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Members, the 
Company outsources the processing of the Members’ personal data to a foreign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as follows.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Kiswe Mobile Inc. 

Country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Recipient USA / [concerts.support@kiswe.com] 

Received Date and Method 

- Personal information is encrypted and transmitted 
through network upon live streaming viewing page 
login 
- Transmitted through network upon customer inquiry 
email send-off 

Purpose of Outsourcing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providing 
performance contents, customer support 

Outsourced Personal 
Information 

Email, user idenfication information, purchase status 
of related products 



Retention and Use Period 90 days after performances(concerts, showcases, fan 
events, and etc.) end or upon contract termination 

 

Article 11 Notification obligation 
  
This Privacy Policy was promulgated on February 17, 2022. Any changes (e.g., 
addition, deletion or revision) to this Privacy Policy pursuant to amendments in the 
Company’s or Korean government’s policy will be notified in advance to the Members 
on the Company’s website. For material changes that may significantly impact the 
Members’ rights, notice will be given 30 days prior to the scheduled effective date of 
such changes. 
Privacy Policy version number: V1.0 
Effective date: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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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rse Concerts 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 
 

株式会社WEVERSE COMPANY（以下「会社」といいます。）は、会社がホ〡ムペ〡ジ
またはモバイルアプリケ〡ションを通じて提供するWeverse Concerts サ〡ビス（以下
「サ〡ビス」といいます。）を利用する利用者（以下「会員」といいます。）の個人情

報を非常に重要なものと考え、以下のような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を定めております。
これにより、お客様からお預かりした個人情報について、どのような用途や方法で利用

され、個人情報の保護のためにどのような措置がとられているかをお知らせいたします

。本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は、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または指針の変更、会社

のポリシ〡変更によって変更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会員の方々にはサ〡ビス利用
時に随時ご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 
本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は、Weverse Concerts サ〡ビスに適用されます。 
 

第 1 条（個人情報の収集·利用の目的） 

① 会社がサ〡ビス利用過程において、会員から収集•利用する個人情報の項目や目的、
保存期間は下記の通りです。 
 
[必須収集項目] 
公演コンテンツサ〡ビスの提供 

● 収集·利用の目的 : ユ〡ザ〡認証及び公演(コンサ〡ト、ショ〡ケ〡ス、ファンイベ
ント等)コンテンツの提供 

● 収集·利用項目 : メ〡ルアドレス、ユ〡ザ〡認証情報、連動商品購入の有無 
● 保存期間 : 公演(コンサ〡ト、ショ〡ケ〡ス、ファンイベント等)終了後 90 日 

お客様苦情処理 

● 収集·利用の目的 : サ〡ビス利用案内及び相談、不正利用の確認·防止 
● 収集·利用項目 : メ〡ルアドレス 
● 保存期間 : 相談受付後 3 年 



自動的に生成される情報(Cookie) 
● 収集·利用の目的 : サ〡ビス利用案内及び相談、不正利用の確認·防止 
● 収集·利用項目 : Cookie、サ〡ビス利用記録(アクセス日時、IP、不良利用記録等)
、機器情報(固有機器識別値、OS バ〡ジョン) 

● 保存期間 : 公演(コンサ〡ト、ショ〡ケ〡ス、ファンイベント等)終了後 90 日 
 
② 会社は、会社がモバイルアプリケ〡ションを通じて提供しているWeverse Shop サ
〡ビス（以下「Weverse Shop サ〡ビス」といいます。）内の公演商品の購入時に本サ
〡ビスの利用に同意した会員のWeverse Shop サ〡ビスのアカウント情報を連携して、
会員に本サ〡ビスを提供できます。 
③ 会社は上記のように会員の個人情報を収集しています。ただし、会員の基本的人権
侵害の恐れのある敏感な個人情報(人種や民族、思想及び信条、出身地及び本籍地、政
治的志向及び犯罪記録、健康状態及び性生活等)と固有識別情報は収集しません。 
④ モバイルアプリケ〡ションを用いてサ〡ビスを利用する際、端末情報にアクセスする
ことを告知し、承認を受けています。モバイルアプリケ〡ションを通じての端末情報へ

のアクセス権限は、必要に応じて必須または任意でユ〡ザ〡に要請し、これは端末の「
設定」で権限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⑤ 会社は、児童(韓国国籍の場合は満 14 歳未満、韓国国籍以外の場合は満 16 歳未満)
を対象としていません。当社が児童から個人情報を収集した事実を認知する場合、会社

はこうした情報を削除し、当該ユ〡ザ〡のアカウントを強制退会させます。会社が児童

から情報を収集したと考えられる場合は、concerts.support@kiswe.com までご連絡
ください。 
 
  

第 2 条（個人情報の目的以外の利用及び第三者への提供
） 

会社はサ〡ビス会員の別途同意がある場合や法令の定める場合等を除き、会員の個人情

報を第三者に提供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ただし、関係法令上の規定がある場合やユ〡

ザ〡の同意を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第 3 条（情報主体の権利) 

① ユ〡ザ〡はいつでも登録されている自分の個人情報を照会したり、修正を求めたりす
ることができます。 
② 関係法令により求められる場合、その法令が与える要件と制限に応じて、会員は会
社に個人情報関連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ます。例えば韓国では、会員は会社に個

人情報の取り扱いの停止及び削除、個人情報の収集、利用に関する同意の撤回を要求す

ることができます。 
③ 会員は入力した個人情報に間違いがある場合、訂正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が、訂
正前·後の個人情報が間違いに該当しない場合や、こうした手続きを悪用する場合、会
社は間違いの訂正ができない理由を遅滞なく通知します。 
④ 本条の権利は concerts.support@kiswe.com に連絡することで行使できます。 
  

第 4 条 (個人情報の破棄) 

① 会社は原則的に個人情報の利用目的が達成された後、または会員の退会(退会申込、
強制退会を含む)時に、当該情報を閲覧または利用できないように遅滞なく破棄します
。関係法令の遵守及び個人情報の収集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下記に明示した一定期間

保管した後、破棄します。 
● 公演(コンサ〡ト、ショ〡ケ〡ス、ファンイベント等)終了後 90 日 
● 関係法令に基づいて保存 

 

保存の根拠 保存期

間 項目 

電子商取引等での消費者保護に

関する法律 3 年 
取引主体識別情報、消費者の苦情または

紛争処理に関する記録等 

通信秘密保護法 3 ヶ月 ウェブサイトアクセス記録等 

② 電子的ファイルの形で保存された個人情報は、記録を再生することのできない技術
的方法を用いて削除し、記録物、印刷物等紙に印刷された個人情報は、シュレッダ〡で
廃棄したり、焼却します。 
  



第 5 条（個人情報の自動収集装置の設置·運営及びその拒
否に関する事項) 

会社は会員に関する情報を保存し、随時読み込むクッキ〡(cookie)を使用します。クッ
キ〡とは、ウェブサイトサ〡バ〡がユ〡ザ〡のコンピュ〡タのブラウザ(Internet 
Explorer、Safari、Chrome、Firefox 等)に転送する小さなテキストファイルです。ク
ッキ〡は、会員のコンピュ〡タは識別しますが、会員は個人的に識別しません。 
(1) クッキ〡の運営 
① 個人の関心分野に応じて差別化された情報を提供 
② 会員と非会員のアクセス頻度または滞在時間等を分析し、会員の好みや関心分野を
把握してタ〡ゲットマ〡ケティングに活用 
③ 興味を持って閲覧した内容に関する跡を追跡し、次のアクセス時にカスタマイズさ
れたサ〡ビスを提供 
④ お客様の習慣を分析して、サ〡ビス改善のバロメ〡タ〡として活用 
(2) クッキ〡に関する選択権 
会員のウェブブラウザを調整することで、すべてのクッキ〡を受け入れるか、クッキ〡

が保存されるたびに通知を受けるか、それともすべてのクッキ〡をブロックするかを選

択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クッキ〡の保存を拒否した場合は、ログインが必要な

一部のサ〡ビスは利用できません。 
クッキ〡の受け入れレベルの設定方法(Internet Explorer の場合)は、以下の通りです
。 
① 「ツ〡ル」メニュ〡の「インタ〡ネットオプション」を選択します。 
② 「プライバシ〡」タブをクリックします。 
③ 「詳細設定」ボタンをクリックし、「すべての Cookie を受け入れる/低/中/中-高/
高/すべての Cookie をブロック」の 6 段階からレベルを設定します。 
(3) クッキ〡は、ブラウザを終了するかログアウトすると無効になります。 

 

第 6 条（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技術的·管理的対策) 



(1) 会社は、会員の個人情報を取り扱う上で、個人情報の紛失、盗難、漏洩、改ざん、
または毀損されないように安全性を確保するために合理的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そ

のための技術的対策として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① 会員の個人情報は、パスワ〡ドと暗号化された情報によって保護されています。し
かし、会員のパスワ〡ドや個人情報は、公共の場でのインタ〡ネット使用等、様々な方
法で他人に知られる可能性が高いため、保護を徹底することが最も重要です。したがっ

て、会員も個人情報を他人に流出させたり、提供したりせず、本人の個人情報を責任を

持って管理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会員本人の不手際や基本的なインタ〡ネッ
トの危険性により発生する問題については、会社は責任を負いません。 
② 会員の個人情報は、基本的にパスワ〡ドと暗号化された情報によって保護され、フ
ァイルや転送デ〡タを暗号化し、重要なデ〡タは別途のセキュリティ機能を用いて保護
されています。 
③ 会社はウイルス対策ソフトを利用して、コンピュ〡タウイルスによる被害を防止す
るための措置をとっており、ウイルス対策ソフトは定期的に更新されます。 
④ 会社はハッキングやウイルス等によって会員の個人情報が流出したり、毀損される
ことを防ぐために、外部からの侵入検知や侵入遮断システムを設け 、24 時間監視し、
管理しています。 
(2) 会社は、会員の個人情報保護の重要性を認識しており、そのために個人情報を取り
扱う従業員を合理的に制限し、個人情報保護責任者が個人情報を取り扱う従業員を対象

に教育を定期的に行い、個人情報保護のために最善を尽くしています。また、本ポリシ

〡に明示されている履行事項及び関連従業員の遵守を定期的にチェックし、違反内容が
ある場合はそれを是正または改善し、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ようにしています。 
  

第 7 条（意見集約及び苦情処理） 

  
会社は、個人情報保護に関して会員が意見や苦情を申し立てスム〡ズにコミュニケ〡シ
ョンし、解決できるお客様相談窓口を設けています。 韓国の場合、会員と会社が個人
情報保護に関する紛争が発生して個人情報侵害に関する相談が必要な場合は、韓国イン

タ〡ネット振興院の個人情報侵害申告センタ〡、警察庁サイバ〡安全局等にお問い合わ
せできます。 
個人情報侵害申告センタ

〡 http://privacy.kisa.or.kr 118 

個人情報紛争調整委員会 http://www.kopico.go.kr 1833-6972 



大検察庁サイバ〡捜査課 http://www.spo.go.kr 1303 

警察庁サイバ〡安全局 http://cyber.go.kr 182 

  

第 8 条（個人情報保護責任者等） 

  
会社は、個人情報保護責任者を指定し、担当部署で会員の重要な個人情報保護業務に最

善を尽くしています。 
会員がサ〡ビスの個人情報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や意見、苦情を申し立てたい場合は、

下記の連絡先や電子メ〡ルまでご連絡ください。迅速かつ誠実に対応いたします。 
 

個人情報保護責任者 

氏名 Ryeo Sung Koo 

メ〡ルアドレス concerts.support@kiswe.com 

個人情報苦情処理担当部署 

部署名 CS/Operation 

メ〡ルアドレス concerts.support@kiswe.com 

  

第 9 条（個人情報の取扱委託管理) 

  
会社はサ〡ビス利用及び契約の履行、会員の便宜を図るために、必要に応じてプライバ

シ〡ポリシ〡に公開した範囲内で、個人情報の取り扱いを韓国国内外の専門業者に委託

したり、専門のプラットフォ〡ムを活用したりしています。 
1. 個人情報の取扱委託業者状況 
- 委託した業務の再委託状況は、委託を受ける者の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にて確認でき
ます。 
1) サ〡ビス利用のために、韓国業者に個人情報の取り扱いを委託する場合 
- なし 
2) サ〡ビス利用のために韓国国外業者に個人情報の取り扱いを委託する場合 



委託を受ける者 委託する業務の内容 

Kiswe Mobile 
Inc. 

公演コンテンツを提供するためのサ〡ビスの運営·管理、お客様
相談対応 

会社は、委託契約の締結時に委託業務の遂行目的以外の個人情報の取扱禁止、技術的•
管理的保護措置、再委託の制限、受託者の管理•監督、損害賠償等の責任に関する事項
を契約書等の文書に明示し、受託者が個人情報を安全に取り扱っているかを監督してい

ます。 
委託業務の内容や受託者が変更される場合は、遅滞なく本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を通じ
て公開いたします。 
  

第 10 条 (個人情報の韓国国外移転) 

会社はサ〡ビス利用及び契約の履行、会員の便宜を図るために、必要に応じて会員の情
報を下記の通り韓国国外に転送しています。 
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 Kiswe Mobile Inc. 

提供を受ける国·情報管理責任
者のメ〡ルアドレス 米国 / [concerts.support@kiswe.com] 

提供日時及び方法 

ライブストリ〡ミング視聴ペ〡ジにログイン時に、ネ

ットワ〡クを通じて暗号化転送 
お問い合わせ電子メ〡ルの送信時にネットワ〡クを通
じて転送 

提供目的 公演コンテンツを提供するためのサ〡ビスの運営·管
理、お客様相談対応 

提供項目 メ〡ルアドレス、ユ〡ザ〡認証情報、連動商品購入の
有無 

保存•利用期間 
公演(コンサ〡ト、ショ〡ケ〡ス、ファンイベント等)
終了後 90 日、または委託契約の終了時 

 

第 11 条（告知義務） 



  
本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は、2022 年 2 月 17 日に制定され、政府及び会社のポリシ〡
変更に伴い、内容の追加、削除、そして修正がある場合は、ホ〡ムペ〡ジを通じて事前

に告知し、会員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項については 30 日前に告知します。 
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バ〡ジョン番号：V1.0 
プライバシ〡ポリシ〡施行日：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