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정보 보호 정책

1        이 문서의 범위

이 문서는 Roche Diabetes Care GmbH가 제공하는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oche는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시로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가끔 확인하십시오.

2        로컬 저장소 및 데이터 공유는 사용자가 제어

2.1    기본 설정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한 개인 데이터는 휴대 기기의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에 로컬로
저장되며,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i) 호환되는 혈당 측정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
하고, (ii) 자신의 혈당 및/또는 인슐린 데이터는 물론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 범위에 해당
하는 추가 건강 또는 개인 정보를 직접 입력, 관리, 내보내기 및 저장하고, (iii) 계산된 인슐린 조언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2.2    의료진 또는 다른 수신인과의 선택적 데이터 공유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하면 선택한 수신인(예: 간병인 또는 의료진(이하 “수신
인”이라고 함))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의 각 구성 항목에 수신인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활성화됩니다. 언제든지
상기 항목을 다시 구성하여 모든 데이터 공유를 수정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의 공유 항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면 측정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각 혈당치가 사용자가 구성한 각 수신인에
게 전송됩니다. 사용자가 구성한 경우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선택적으로 포함됩니다. Roche
는 사용되는 통신 경로와 관련된 통제 수단이 없으므로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
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제3자가 공유 데이터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사
용된 SMS 기술은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과 별개이며 전송 중 공유 데이터의 암호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MS 데이터가 통신 보안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는 현지 법률을 확인하십시
오. 또한 데이터 공유를 사용하기 전에 모바일 기기에서 다수의 SMS를 전송할 때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의료진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지만 이 절에서 설명한 SMS 기반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고 싶
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3.2절에서 설명하는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에서는 암호화된 종단 간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며 SMS 데이터 교
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Roche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만 Roche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합니다.

3.1    항목 1: 측정기 등록

호환 가능한 혈당 측정기를 처음으로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고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시작하면 Roche에 혈당 측정기를 등록하라는 제품 등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물론 등록은 선택 사
항이며 원하는 경우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입력한 개인 데이
터와 함께 된 혈당 측정기의 델 번호 및 일련 번호가 전 됩니다 사용자



터와 함께 등록된 혈당 측정기의 모델 번호 및 일련 번호가 Roche로 전송됩니다. Roche는 사용자
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락(예: 제품 리콜의 경우)하기 위해 필요 시 이 측정기 등록 정보를
사용합니다.

위 제품 등록의 일환으로 Roche는 또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메일 연락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 화면에 포함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사용에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Roche에서 발송한 각 이메일에 명시된
대로 또는 아래 제4항에 열거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2    항목 2: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에 등록한 다음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하여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의 온라인 기능과 통신하면 개인 데이터가 전송되어 Roche에서 수
집 및 저장합니다(단, 사용자가 시작한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전송된 모든 개인 데이터의 후속 처리
및 사용은 Accu-Chek Connect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3.3    항목 3: Accu-Chek Connect 볼루스 조언 설정

건강 관리 제공업체에서 제공한 코드를 사용하여 Accu-Chek Connect 볼루스 조언을 설정하면 사
용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IP 주소가 제3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는 규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3.4    항목 4: Accu-Chek Connect Apple Health 앱 링크(Apple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

Apple 기기에 설치하면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이 Apple Health 앱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합니다. 이 Apple Health 앱 링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에서 다음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Apple Health 앱으로 내보냅니다.

a.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혈당치 및 수동 입력/기기 측정 여부 표시
b.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탄수화물 수치.

Apple Health 앱은 Apple Inc.의 제품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
용자의 데이터가 Apple Inc. 및 제3자와 잠재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송 및 처리는
Roche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기 전에 Apple Health 앱 설명서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거나 Apple Inc.에 문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위의 3.1에서 3.4에서 언급한 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로컬로만 사용하면 개인 데이터가 Roche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과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의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Roche가 저장한 개인 데이터와 Roche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신자, 즉 사용자가 초대한 간병인이
표시됩니다. Roche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Accu-Chek Connect온라인 계정 약관 및 PC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온라인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Roche에서 개인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합니다. 로그인하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대한 간병인이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정보, 정정, 삭제 및 차단

혈당 측정기 등록을 마치면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등록한 혈당 측정기 일련 번호만 Roche로
전송됩니다. 측정기 등록 기능으로 돌아가 새로운 Accu-Chek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항목
선택을 취소하고 측정기 등록을 다시 전송하면 처음 혈당 측정기 등록에 부여한 동의를 언제든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나 제 자의 액세 권한 삭제와 관련된 적을 함하여 의 개인 데이터 처



이러한 처리나 제3자의 액세스 권한 또는 삭제와 관련된 목적을 포함하여 Roche의 개인 데이터 처
리 방식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Roche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Roche에 문의하십시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부정확하지만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직접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Roche에서 해당 데이터를 바로잡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Roche에
문의하십시오.

Roche는 상기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웁니다. 규제상의 이
유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데이터를 차단하여 더 이상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는 기기에 저장됩니다. Apple Health 앱과 데이터를 공유한 경우 Apple Health 앱을 통해서
도 포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자신의 다른 계정과 공유하여 포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이 있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Roche에 문의하십시오.

6        모바일 정보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하면 Roche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Roche로 전송되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정보는 사용자가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하는 방식("사용
정보")을 알려줍니다. 사용 정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Roche는 사용자 정보 및 개인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집계 정보를 사용하여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과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반
적으로 Google, Inc.("Google")이 제공한 Google 애널리틱스를 통해 집계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Google은 US-EU 및 US-CH Privacy Shield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며 당사는 Google과 Google이 당
사를 대신하여 Google 애널리틱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처리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IP 익명화가 활
성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 내에서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경우 Google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유럽 연합의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합의의 기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IP 주소가 삭제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IP 주소 전체가 미국에 있는
Google 서버로 전송되고 삭제됩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 사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당사를 대신하여 이
사용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버튼 또는 기능 활성화 등 사용자와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집계하여 정기적으로 Google에 전송합니다. 당사
는 측정 결과 등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당사를 위해 앱 사용 활동
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합니다.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Google이 보유한 기타 데
이터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 설정에서 이러한 데이터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은 개별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연령 제한을 충족하는
개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che는 고의적으로 자사의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도
구를 통해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어린이가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8        보안

Accu-Chek Connect 당뇨 관리 앱은 데이터를 기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개인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Roche가 원격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범위까지 Roche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독일에
있는 ISO27001 인증을 받은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며 인증된 암호화 저장 메커니즘을 사용해 사
용자의 개인 정보를 분리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합
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한 대로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Roche
Diabetes Care의 직원 및 건강 관리 제공업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9        데이터 컨트롤러, 연락처

Roche Diabetes Care GmbH는 데이터 컨트롤러입니다. 관련된 모든 연락처 정보는 아래 또는
www.roche.de/service/impressum.htm에서 확인하십시오.

Roche Diabetes Care GmbH
 Sandhofer Strasse 116

 68305 Mannheim, 독일
 전화: +49 (0) 621 / 759- 0

 www.accu-chek.com

이메일: mannheim.allgemein@roche.com
 등록 사무소: Mannheim

 등록 법원: AG Mannheim HRB 720251
 전무 이사: Michael Wöhler

 이사장: Dr. Severin Schwan
 규제 당국: 칼스루에 지역 협의회

 VAT 등록 (ID): DE 297138554
 

10        문의 및 이의 제기

Roche가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
한 경우 Roche Diabetes Care GmbH의 데이터 보호 담당자(global.rdc-dpo@roche.com)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Roche와 관련하여 결정권을 보유한 데이터 보호 당국인 Baden Wurttemberg Data
Protection Authority (LfDI)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LfDI의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웹사이트(https://www.baden-wuerttemberg.datenschutz.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하
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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