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정책
NOVAKID INC.
마지막 수정: 2022년 2월 1일
Novakid 일반 약관의 필수적인 부분인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이하 "정책")은 Novakid Inc.(등록
소재지: 548 Market St 8291, San Francisco, CA 94104-5401, USA; 이하 “Novakid”, “회사”, “당사”,
또는 “본사”)가 당사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이하 "온라인 수업") 및 https://www.novakidschool.com
주소의 웹사이트와 하위 도메인(이하 "웹사이트")과 더불어 웹사이트에 자녀의 계정을
등록(이하 "등록")하고 Novakid와의 가상 채팅(이하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운영하는
Novakid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학생(이하 "귀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정의합니다. 본 정책에는
Novakid에 교사로 지원하는 자연인(이하 "교사 지원")에 관한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ovakid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 및 수집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i)

개인 데이터 처리의 경우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6/679 규정(EU)(이하
"GDPR")
제29조
정보보호실무반(이하
“WP29”)
과
더불어
및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이하 "EDPB")의 권장 사항이 적용됩니다.

(ii)

브라질 개인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14일 브라질 일반
데이터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3,709호(포르투갈어: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이하 “LGPD”) 가 적용됩니다.

(iii)

또한, 캘리포니아 개인과 관련하여 Novakid는 2018년 상원 법안 1121호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CCPA")을 준수합니다.

(iv)

Novakid는 개인 데이터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타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해 해당 규정도 준수합니다.

회사는 개인 데이터를 구성하고 당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의 데이터
컨트롤러입니다.
회사는 개인 데이터, 특히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신한 개인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하고 데이터 처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Novakid를 사용하기 전에 Novakid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귀하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Novakid 일반
약관의필수 부분인 Novakid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이하 "아동 정책") 을 확인하십시오.

본 정책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정책이나 당사의 관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정의
다음 정의는 GDPR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데이터':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특히 이름,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와
같은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혹은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학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정한 하나 이상의 요소에 한정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의': 진술 또는 명확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정보 주체의 의사에 대해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명확한 표시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 주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컨트롤러': 단독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컨트롤러
또는 지명을 위한 특정 기준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수집, 기록, 정리, 구조화, 저장, 적응 또는 변경, 검색, 협의, 사용, 전송,
배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 가능, 정렬 또는 조합, 제한, 삭제 혹은 파기에 의한 공개와
같은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행되거나 그렇지 않은 개인 데이터 또는 개인 데이터 모음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3자': 데이터 주체, 컨트롤러,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직접적인 권한
하에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인 데이터 침해':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분실, 변경, 전송, 저장 또는 기타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의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을 초래하는 보안 위반을 의미합니다.
'수신': 제3자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데이터가 공개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특정
질의의 틀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수신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공 기관의 데이터 처리는 처리 목적에 따라 해당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 처리와 관련된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GDPR의 적용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각
회원국이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관련 감독 기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감독 기관을
의미합니다. (a)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해당 감독 기관의 회원국의 영토에 설치되고,

(b) 해당 감독 기관의 회원국에 상주하는 정보 주체가 처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c) 해당 감독 기관에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2.

Novakid는 어떤 정보를 수집합니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설정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Novakid는 서비스를 개인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교사와 사용자로부터 다음 유형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1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1.1

등록 시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는 동안 업로드 된 다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
●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공된 이메일 주소에는 귀하의 이름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Novakid 계정에 다음 개인 데이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
2.1.2

자녀의 데이터(이름, 나이, 성별)

채팅 중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웹사이트에서 채팅하는 동안 업로드 된 다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

2.1.3

이메일 주소,
채팅 중 귀하가 제공한 기타 모든 개인 정보.

온라인 수업 참여 시 제공하는 정보
당사는 온라인 수업 중에 업로드된 다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
●
●
●
●

온라인 수업 참가자의 비디오(오디오 포함),
부모, 형제 및 대가족 세부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숙제 또는 교육 진행 상황,
출석,
영어 실력 수준,
온라인 수업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유되는 기타 모든 개인 데이터(제3자의
개인 정보,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입니다.

2.1.4

교사 지원 시:
당사는 교사로 지원하는 동안 업로드된 다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
●
●
●
●
●
●
●
●
●
●
●
●

2.2

이름,
강의 경험,
데이터 주체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생일(나이),
언어 음성,
성별,
이메일 주소,
국적,
스카이프 아이디,
전화번호,
이전 직장 경험,
교육 정보,
거주 정보,
기타 교원 자격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당사는 귀하가 당사 웹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특정
유형의 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합니다.

2.2.1

웹사이트 이용 시
Novakid는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서버 로그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하고 기록하며,
여기에는 귀하의 IP 주소, 고유한 장치 식별자, 브라우저 특성, 도메인 및 기타 시스템
설정, 검색 쿼리, 장치 특성, 운영 체제 유형, 언어 기본 설정, 참조 URL, 웹사이트에서
수행한 작업, 요청 페이지, 콘텐츠 소비(예: 조회, 업로드 및 공유), 웹사이트 방문 날짜 및
시간, 성별, 연령 범위, 장치에 저장된 다른 파일과 관련된 대략적인 위치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2.2.2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Novakid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핸드폰에서 관련 사용 정보를 포함하여 서버 로그에
자동으로 수신 및 저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한 날짜 및 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낸 시간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정기성,
방문한 내용, 사용한 검색어, 링크 클릭/탭을 선택합니다.

3.

쿠키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익명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Novakid는 방문자의 첫 번째 수준 도메인 이름, 날짜 및 정확한
액세스 시간과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쿠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쿠키"만으로는
방문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쿠키"는 작은 텍스트 파일로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전송되어 방문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쿠키는 방문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는 쿠키가 수신되는 시점을 나타내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방문자는 소위 쿠키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ovakid 일반 약관의 필수 부분인 쿠키 정책을 읽어보십시오.
4.

Novakid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목적과 처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

당사는 계약, 제품 및 서비스 이행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
●
●
●
●
●

이름,
자녀의 이름,
자녀의 나이,
자녀의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귀하가 제공하는 위의 필수 또는 선택적인 개인 데이터는 이용약관에 정의된 의무 이행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귀하의 질문과 요청에 대한 응답,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 특별 서비스 및 새로운 기능과 관련한 판매 제공에 대한 귀하와의 소통 및 당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응대하는 것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4.2

당사는 마케팅 목적 및 이메일 전달을 위해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본 처리의 법적
근거로)에 따라 다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
●
●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타 모든 개인 데이터는 Novakid의 데이터 프로세서에 제공됩니다.

Novakid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항상 귀하의 개인 데이터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항상 이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반대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Novakid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3

당사는 부정 거래를 방지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고객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규정 준수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법 집행 및
소환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 데이터를
필요한 기간 동안 처리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고용 데이터,
청구 데이터, 법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4.4

당사는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익,
웹사이트, 당사 서비스 및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포커스 그룹 및 설문 조사를
포함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본 정책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대로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연락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고유 장치 식별자,
브라우저 특성,
도메인 및 기타 시스템 설정,
검색 질의,
장치 특성,
운영체제 유형,
언어 기본 설정,
참조 URL,
당사 웹사이트에서 취한 조치,
페이지 요청,
사용된 콘텐츠(예: 조회, 업로드 및 공유),
웹사이트 방문 날짜 및 시간,
당사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된 링크,
성별,
나이대,
대략적인 위치,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유형,
애플리케이션에서 취한 조치,
애플리케이션 사용 날짜 및 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낸 시간과 방문의 규칙성,
기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보
장치에 저장된 다른 파일과 관련된 기타 정보

가능한 경우 개인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통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 데이터를 사전에 수집하고
잠재적인 미래 목적을 위해 저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는
다음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등록 소재지

국가

Google 애널리틱스 1600
Amphitheatre
Parkway United States of America
Google Mountain View, CA 94043
및
애드워즈(Google
LLC.)
페이스북
픽셀(Facebook Inc.)
로켓 사이언스
그룹, LLC(메일침프)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 United States of America
94025
675 Ponce de Leon Ave NE, Suite United States of America
5000, Atlanta, GA 30308

마이크로소프트

1 Microsoft Way Redmond, WA United States of America
98052

얀덱스, LLC.

16, Leo Tolstoy Street Moscow, Russian Federation
119021

4.5

데이터 무결성 및 목적 제한: Novakid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목적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만
수집 및 보관하며, 추후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개인 데이터가 의도한 용도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인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데이터가 여전히 정확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귀하에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24시간마다 백업
아카이브에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백업 아카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는 3년 후
삭제됩니다.

5.

개인 데이터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나요?
당사는 법률(세금, 회계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 추가로 법적 청구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 등)에 의해 더 긴 보존 기간이 요구되거나 허가되지 않는 한 본 정책에 명시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만큼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더 이상 없으면
삭제하거나 익명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면,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백업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어), 삭제가 가능할 때까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추가 처리에서 분리합니다.

6.

6.1

Novakid는 수신한 정보를 공유하나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당사의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당사는 이러한 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귀하의 정보를 타인 또는 비계열사에 대여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Novakid는 계약 이행 또는 Novakid의 정당한 이익집행을 위해서나 법률에 명시되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2

GDPR 규정에 따라 NovaKid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데이터 프로세서로 간주합니다.
교사는 개인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3

Novakid는 특정 개인 정보를 EU 또는 제3국의 타사 공급업체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웹 사이트 및 당사의 서비스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웹 호스팅 및 기타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하 “데이터 프로세서”). 회사는 이러한 제3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거나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
제공합니다. 해당 제3자는 웹사이트 및 당사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프로세서는 현재 정책을 준수하고, 시행 중인 관련 법률, 나아가 그들과
Novakid와의 기존 계약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다음 데이터 프로세서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름

등록 소재지

국가

활동(데이터 처리 서비스)

아마존
데이터
서비스 아일랜드
Ltd.

1 Burlington Plaza
Burlington
Road
Ireland
Dublin 4, D04RH96
Ireland

서버 서비스

구글
LLC(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1600
Amphitheatre
Pkwy, Mountain View, USA
California 94043

클라우드 서비스

22-24,
boulevard
페이팔(유럽) S.à
Royal
L-2449 Luxembourg 결제 서비스
r.l.
Luxembourg
510 Townsend Street
San Francisco, CA USA
스트라이프 Inc.
결제 서비스
94103
55 2nd Street, 4th
Floor, San Francisco, USA
인터콤 Inc.
고객 지원 서비스
CA 94105
CM.COM
네덜란드 B.V.

Konijnenberg 30 4825
Netherlands
BD BREDA

IP
텔레콤
floor 2, 2 Vasil
불가리아
Aprilov,
Bourgas, Bulgaria
LTD(Zadarma.com
8000
)
341 George Street
아틀라시안
Level 6, Sydney, NSW Australia
코퍼레이션 PLC
2000

SMS 게이트웨이 서비스

가상 전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클라우드 서비스

트러스트파일럿
A/S
SMS-CENTRE
LTD

Pilestraede 58, 5th
floor,
DK-1112 Denmark
Copenhagen K
155 Arch. Makariou
III Avenue PROTEAS
Cyprus
HOUSE, 5th floor,
3026 Limassol

소비자 리뷰 서비스

SMS 게이트웨이 서비스

6.4

스트라이프 Inc., 인터콤 Inc. 및 구글 LLC는 EU-US 및 EU-Swiss Privacy Shield
Frameworks를 준수하므로 앞서 언급한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은 2020년
7월 16일까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의거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의 C-311/18에 따라 이러한 회사는 더 이상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의 판결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6.5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EU 내에 위치한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GDPR에 명시된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거나 계약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EU 밖/USA
내의 등록된 소재지가 있는 제삼자에게 전송합니다. Novakid는 전송된 개인 데이터가
안전하고 확실하며 개인 데이터가 GDPR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7.

나에 대한 정보는 안전한가요?
당사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손실, 도난, 오용 및 무단 액세스, 공개, 변경 및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선택해 보호함으로써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웹사이트의 보안을 보장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안 상태에서
귀하의 정보가 당사에 전송되는 동안에는 도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 위반을
확인하게 되면 공지를 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고자 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8.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8.1

Novakid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및 Novakid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하기 위한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료 위원회의 1998년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COPPA")과 유럽이사회 권고 CM/Rec(2018) 7을 따릅니다.
웹사이트에 등록하기 전에 다음의 문서를 읽고, 온라인에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 자녀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
● 온라인 학습에서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유네스코 지침.

8.2

등록 시, Novakid는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Novakid는 아동이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도록 법정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요청합니다. Novakid는 등록 시 어린이로부터 직접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조속히 해당 정보를 당사 파일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16세 미만의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support@novakidschoo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언제든지 Novakid가 귀하의 자녀로부터 개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당사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채팅 서비스를 통해 Novakid에 연결하여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 요청이 있으면 계정이 종료되어 향후
온라인 강의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8.4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개인 데이터가 Novakid의 교사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중 교사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사기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법적
및/또는 윤리적 제한을 넘어서거나 귀하의 데이터를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되면 support@novakidschoo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와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9.1

접근 및 보유:
웹사이트에 등록된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하여 계정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과 처리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GDPR을 위반하여 부정확하거나 처리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수정,
개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귀하와 자녀의 개인 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경우,
혹은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를
원하시는
support@novakidschoo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변경 또는 제거 요청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9.2

EU 지역에 대한 추가 권리:
귀하가 EU 지역 출신인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추가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삭제 권한: 특정 상황에서 원래 수집된 목적과 관련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처럼,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더 넓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보관 목적, 거래 완료 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특정 정보를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3

(b)

처리 거부권한: 귀하는 Novakid에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를 중지하도록 요청
및/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송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c)

프로세싱 제한 권한: 귀하는 특정 상황(예: 귀하에 대한 당사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보유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사에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d)

데이터 이동 권리: 특정 상황에서 귀하는 구조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당사가 다른 데이터
컨트롤러로 개인정보를 장애 없이 이전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원하는 경우 support@novakidschool.com으로 문의하십시오.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의 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및 보안을 위해 당사는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의
요청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Weiszbart 유럽 대표 제휴 법률 사무소(주소: 1052
Budapest,
Kristóf
tér
3.
III.
flr.,
헝가리,
주소:
이메일
weiszbartandpartners@gmail.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법 구제를 통해 유럽 데이터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해 EU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EU 데이터 보호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유럽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추가 권리
귀하가 브라질인이라면, 본 정책의 섹션 9.1에 설명된 권한 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a)

삭제 권한: 귀하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경우, 즉시 귀하께 응답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치의 즉각적인 채택을 방해하는 사실 또는 법률의 이유를
안내드리고자 회신드릴 것입니다. 당사가 귀하가 삭제를 요청한 데이터의 데이터
처리자가 아닌 경우 가능하면 언제든 처리 기관을 명시할 것입니다.

(b)

정보를 고지 받을 권리: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행하는 처리
유형에 대해 정보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

액세스 권한: 당사에서 처리한 개인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데이터가 단순화된 요청 버전 이상일 경우 요청 후 15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d)

무차별: 당사는 불법적이거나 모욕적인 차별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귀하는 당사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검토와 감독
기관(데이터 보호를 위한 브라질 국가 당국(이하 “ANPD”))에 차별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

데이터 이동성: 귀하의 데이터는 ANPD의 규정에 따라 상업 및 산업 기밀의
대상으로 다른 서비스 또는 제품 공급업체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f)

Novakid는 Liubov Filatova(주소: 103024 Nizhniy Novgorod, Nevzorovikh str. 66a-52,
Russia; 이메일 주소: liubov@novakidschool.com)를 LGPD 23조 II항에 따라 데이터
보호 책임자(이하 "DPO")로 임명했습니다.

(g)

DPO
정책에
포함된
권리를
행사하려면
또는
Novakid(support@novakidschool.com)로 문의하십시오.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의
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요청을 준수하기 전에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해 ANPD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NP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데이터 보호 책임자
본 정책의 섹션 9에 포함된 권리를 행사하려면 당사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이하 “DPO”)
에게 dpo@novakidschool.com 또는 548 Market St 8291, San Francisco, CA 94104, USA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에 따라 귀하의 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당사는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유럽 담당 Weiszbart 및 Partners 법률 사무소(주소:
1052
Budapest,
Kristóf
tér
3
III.
flr.,
Hungary,
주소:
이메일
weiszbartandpartners@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취하거나 유럽
데이터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해 EU 데이터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EU 데이터 보호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유럽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의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본 정책의 수정
개인정보 보호 관행이 변경되면 본 정책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novakidschool.com에 게시될 것이며, 시스템 메시지 또는 사용자 계정에 제공되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메일을 통해 해당 변경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캘리포니아 사용자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사용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개인정보
고지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에서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변경하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2.

문의 사항
본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support@novakidschoo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사의 연락 사무소인 548 Market St 8291, San Francisco, CA
94104-5401, USA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