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 Planning iOS
Privacy policy
VP Planning 은 Visible Patient 가 개발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앱의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목적은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공유에 관한 Visible Patient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용 데이터를 Visible Patient 와 공유하는 데 동의하면 귀하는 이 정책의 조항들에 동의하게
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사용된 약관은 다음 주소에
나와 있는 일반 이용 약관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
저희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자동 수집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자메일 주소(로그인한 사용자), 위치 정보, 단말기의 특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정보. 저희는 이
정보들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장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 정보로 남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제삼자 서비스를 사용하며 그 서비스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제삼자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가는 링크:
•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Firebase Analytics)

보안
저희는 Visible Patient 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전송 또는 저장 방법도 10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 데이터의 절대적 보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가는 링크
VP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는 제삼자 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면 Visible Patient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 사이트로 리디렉션 됩니다.
저희는 제삼자 사이트나 서비스의 콘텐츠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사이트 운영에 대해 아무 통제권이
없으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데이터
저희 서비스는 18 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8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가
미성년자의 것임을 알면서도 수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보존
귀하의 Visible Patient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귀하의 개인 정보가 보관됩니다.
귀하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고 info@visblepatient.com 을 이용해 저희 측에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
저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이 페이지에 들어와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사항은 공표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연락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info@visiblepatient.com 을 통해
연락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