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TTA STONE 보호자 동의 계약서
Rosetta Stone Ltd., Rosetta Stone Korea Ltd 및 계열사(이하 “Rosetta Stone”)는
사용자가 당사 웹사이트 및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사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의 만족과 안전을 유지하기
원하며, 여러분이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Rosetta Stone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양식과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부를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일 경우
Rosetta Stone TOTALe는 개인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TOTALe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으로부터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ROSETTA STONE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http://www.rosettastone.com/global/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당사의 일반적인 TOTALe
개인정보보호 정책(http://www.rosettastone.com/global/agreements에서 확인 가능)을
보완합니다. 당사의 일반적인 TOTALe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상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대체됩니다.
연락처 정보
Privacy Officer
ROSETTA STONE KOREA LTD.
135 W. Market St.
Harrisonburg, VA 22801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문, 등록 및 문의 처리
 시장 조사 수행
 웹사이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측정 및 개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특정 통신문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에 따르거나
privacyofficer@rosettastone.com 으로 연락하여 마케팅 이메일 전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수수료 수납 및 문제 해결
 제품 활용도 측정 및 분석
 서비스의 기술적인 품질 모니터링(연구 세션 동안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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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집계된 형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
합니다.
 마케팅 프로필 구성
 전략 개발 지원
 사이트 활용도 감사
쿠키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재방문 사용자 및 등록자 식별
 사용자가 사이트를 보다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적으로 성능과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트 사용 추적 관리
 인구 통계 프로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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